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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기록의 독자적 특성과 가치를 고려한 특

화된 기록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개인기록은 개인과 관련하

여 사적인 영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특정인물에 대한 연구에 활

용될 수 있고, 개인의 범위를 특정인물에서 다수 일반인들로까지

확대했을 때 역사복원의 증거가 된다. 또한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끊임없이 자신을 기록하는 현대사회에서 개인기록은 인류의 사회

적, 정치적, 문화적 활동에 대한 중요한 정보자원으로 자리매김하

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기록의 가치에 주목하여 기록화 이론

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업무활동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과 다르게 예측할

수 없는 경로와 방식으로 생산되고 수집되는 개인기록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개인기록이 형성되어 아카이브로 활용되기까지 개인

기록 생산주체, 개인기록, 개인기록보존소 사이의 상호작용을 살펴

본 결과 고유의 특성과 이에 근거한 유형을 파악해볼 수 있다. 개

인기록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한 맥락은 ‘관계’, ‘활동’, ‘수집’이며

이에 따라 기록을 ‘관계형’, ‘활동형’, ‘수집형’으로 범주화할 수 있

다. ‘관계형’, ‘활동형’ 기록은 생산주체의 생산행위에 의하여 형성

된 것으로서 생산주체와 생산맥락을 기준으로 유형화할 수 있고,

‘수집형’ 기록은 수집주체의 의도적 수집행위에 의하여 형성된 것

으로서 수집주체와 관리형태를 기준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그리

고 유형별 개인기록의 생산 및 수집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생산단

계에서의 특성과 수집단계에서의 수집목적을 도출해볼 수 있었으

며 관련 내용을 개인기록의 효과적인 기록화 연구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기록화는 개인이나 조직, 사회의 활동과 역사를 재구성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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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의도적으로 기록을 생산하거나 수집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기관이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구축한 개인아카이브

를 대상으로 기록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기록화 사례들을

조사한 결과 기관에서 구축한 개인아카이브의 구축 목적을 크게

인물연구와 주제연구로 나누어볼 수 있었다. 이러한 목적을 충족

하는 개인기록의 수집, 조직 및 관리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구축

목적별로 아카이브에 적합한 개인기록의 구성을 제안하였으며 실

제로 구축된 관련 기록화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한정된 유형의 기록들로 조직된 컬렉션의 분산 관리,

기증 기록물에 의존한 제한적인 정보의 재구성 등 기록화에 드러

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이상적인 개인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한 방

안을 모색하였다. 기록학적 활용가치를 가지는 개인기록을 효과적

으로 기록화하여 이상적인 개인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체

계적인 수집정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성문화된 수집정책을 토대로

다양한 유형의 기록을 균형있게 수집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사

전조사와 소장기록물의 분석, 유형별 전략적인 수집활동, 유기적인

관계를 반영한 조직과 통합적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록형성 과정에서 유추해볼 수 있는 개인기록의 고

유한 특성과 유형에 대하여 알아보고 유형별 기록의 개별적 가치

에 입각하여 수집활동, 조직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개인기록의 기술과 관계

정보 검색, 기록정보서비스의 개발, 개인정보 관리 등을 주제로 활

발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효과적인 개인기록의 연구와 활용을 기

대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개인기록, 개인아카이브, 개인컬렉션, 기록화, 기록관리

학 번 : 2016-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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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목적

인간과 조직의 모든 기억은 기록되어 증거로 남겨진다. 시대와 공간을

달리하면서 사라질 수도 있는 기억은 기록을 통하여 공유되면서 인류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활용되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거시적 관점

에서 기록 전체가 표방하는 증거 해석과 가치 규명 방식은 개별적 기록

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개인기록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개인기록은 한 인물의 생애, 사상, 경험한 사건, 인간관계, 작품, 활동,

업적 등의 연구에 활용될 수 있고, 개인을 특정인물에서 다수 일반인들

로까지 대상범위를 확대했을 때 역사를 복원하는 사료가 된다. 특히 현

대사회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끊임없이 자신을 기록할 수 있는 환경으

로 변모하고 있어 개인기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기록은 민간기록물 관련 법제를 기반으로 수집

및 관리가 이루어져 왔다. 민간기록물을 기록관리 대상 범주에 포함시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은 제43조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생산·

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등”을 민간기록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기관 차

원에서 민간기록물 수집을 위한 사업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1)

그러나 다양한 출처와 내용의 민간기록을 대상으로 기록화를 논의할

때는 각각의 기록이 가지는 개별적 특수성에 근거하여 차별화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개인기록 또한 고유의 특성과 가치를 바탕으로 특화된

기록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까지 정립된 일반적인 수집절차와

1) 국가기록원에서는 홍보와 학술연구조사 및 민간의 수집 제보를 통한 민간기록물의 발

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지현, 「미국, 캐나다, 호주 주립기록관의 민간기

록물 수집정책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4권 제3호, 2014, p.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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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방식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고 대상에 적합한 이론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전통적으로 개인기록의 수집은 인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아키비

스트들은 개인문서, 매뉴스크립트 등의 수집업무를 수행하면서 특정인물

의 컬렉션을 만들어 관리하였으며 개인과 개인문서와의 관계를 탐구하기

시작하였다.2)

역사인물이나 사회저명인사 등 특정인물 기록 외에도 여러 개인들의

기록물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개인기록이다. 개인 경험의 기록은

사회현상과 사건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집단기억(collective

memory)의 증거가 된다.3) 다수의 개인기록들이 모여 동시대인들의 공통

적 기억을 형성하는 것이다. 개인과 공동체의 정체성은 기억의 공유에

의해 형성되며 기억하는 것은 개인이지만 그들의 기억은 사회·문화적 환

경 속 반복적 적응을 통하여 오랜 기간 지속된다.4) 그러므로 집단기억을

나타내는 다수의 개인기록물까지 기록학적 가치가 내재된 개인기록의 범

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기록화 대상을 공인(公人), 준공인(準公人), 사인(私人) 이렇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었을 때 수집기록물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유의미한 정보는

여러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며 체계적인 수집과 축적의

대상이 된다. 대상과 범위, 시대적 특성에 의하여 수많은 물리적 형태의

관련 기록정보 자료가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가운데 현대사회에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개인 사이의 복잡한 관계 형성과 적극적인 자

2) 아키비스트는 작가의 편지, 개인 여행일기, 전쟁 수기와 같은 기록 건(item)을 한 곳

에 모으는 일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B. L. Craig, Archival Appraisal :

Theory and Practice, München: De Gruyter. 2004. p.157.)
3) “집단기억이란 어떤 집단이나 민족이 공통으로 겪은 역사적·문화적·사회적 경험으로

이를 직접 체험한 개개인의 생애를 넘어 집단으로 보존되고 기억되는 것을 말한다.”

(설문원, 「디지털 환경에서의 로컬리티 기록화 방법론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

지』 제11권 제1호, 2011, p.210.)

4) Margaret Hedstrom, “Archives and Collective Memory: More than a Metaphor,

Less than an Analogy”, In: Currents of Archival Thinking, 2010, pp.16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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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현의 도구로 활용되면서 SNS 기록도 연구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

나 여러 기록의 사례를 방대하게 다루기보다는 대표 사례를 선택적으로

분석하여 기록이 가지는 내재적 가치와 맥락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하여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도화된 수집과

관리절차가 존재하지 않은 채 정책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개인기록을 대

상으로 이상적인 기록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기록

화란 목적에 따라 가치있는 기록을 수집·축적하는 행위를 말하며 기록화

행위주체는 개인, 공공 및 민간영역 기록보존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공

유와 활용이 기록화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점에서 대중에게 공유되고 활

용되는 기관 아카이브의 효과적인 발굴과 수집을 위한 활동, 조직, 관리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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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우리나라 기록관리의 역사를 개관해보면, 공공기관 업무기록의 조직적

이고 체계적인 기록관리체계 성립이나 법제화는 시대를 지나오면서 뚜렷

한 변천과정과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사적 기록은 몇 가지 한정적

인 형태로 개인적 목적에 의해 생산되어 소수의 특수한 계층에게만 공유

되어 왔다. 자신의 기억과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는 행위는 문자생활의

시작에서 비롯되었지만 이러한 문자생활을 향유하고 사적으로 기록을 생

산할 재정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였기 때문이다.

근대적 행정체제가 수립된 이후에는 통치수단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공

공기록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가 가속화되었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민주

화와 시민사회의 성숙과 함께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설명책임성 등 민주

적 가치가 반영된 법령 정비가 이루어졌다.5) 그리고 비약적으로 발전한

정부기록관리의 틈새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사적 기록인 개인

기록은 여러 곳에서 보관되어 전해져오다 기증 컬렉션의 형태로 아카이

브를 구성해왔다.

매뉴스크립트 관리방법론에 따라 기록관리기관 및 문화유산기관을 통

하여 관리되어오던 개인기록은 기록학 이론에서 다루는 주요 대상은 아

5) 1894년 갑오개혁 시 각 아문에서 독자적으로 기록을 관리하도록 하여 중앙집권적에서

지방분권적 기록관리형태로 변화하였다. 또한「명령반포식」과 「각부각아문통행규

칙」을 통하여 기록관리 프로세스를 자세히 규정하였고, 대한제국시기에는 의정부의

기록관리는 의정관방의 문서과와 총무국의 기록과가 중심적으로 담당하였다. (이영학,

「대한제국시기의 기록관리」, 『기록학연구』 제19호, 2009, pp.155-164.) 일제강점기

의 기록관리는 식민통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 중요 기록이 보

존되지 못하였으며 (지수걸, “한국의 ‘근대’와 기록관리”, 『기록사료관리와 근대』, 한

국국가기록연구원 엮음, 서울: 진리탐구, 2005, pp.15-25.) 이러한 관행이 대한민국 정

부수립 시기에도 승계되어 기록의 편철 및 보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승

일, 「1960년대 초반 한국 국가기록관리체제의 수립과정과 제도적 특징」, 『한국기록

관리학회지』 제7권 제2호, 2007, pp. 50-51.) 이후 관련 법령의 제정과 정부조직 개편

이 이루어지고 1999년 공공기록관리법 제정을 시작으로 국가기록을 체계적, 종합적으

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었고, 2006년 법 개정을 통하여 기록관리법 적용범

위의 확대, 기록정보의 공개열람 확대 등이 실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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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었다. 그리고 정부와 조직기록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의 근대적 기록관

리 개념이 동아시아권 국가들로 유입되자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전통에

서 기록관리 이론이 발전되어 왔다.6)

현대사회에서는 정보화가 탄생시킨 다양한 기록매체를 통하여 방대한

개인기록들이 내용, 구조, 맥락을 달리하여 생산되고 있다. 개인기록은

정기적으로 생산되어 체계적인 절차에 의하여 축적되고 보존되는 공공기

록과 다르다. 생산 규모나 형태, 소장정보, 활용성을 예측하기 힘들기 때

문에 전략적인 수집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특징을 가진다.7) 다시 말해 내

용, 구조, 맥락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개인기록의 기록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집대상이 되는 개인, 수집기관, 기록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야 한다.

개인기록의 효율적인 기록화 방안 연구 논문을 살펴보면, 개인기록의

특성을 고려한 수집, 관리, 활용 등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어 왔고, 대학

기록관이나 매뉴스크립트 보존소, 인물기념관 등 개인기록 수집기관의

특성에 입각한 관리 이론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김혜림(2010)은 개인기록의 범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인물의 개인기록, 개인이 수집한 컬렉션기록, 기관에서 수집하고

있는 기록으로 보고 특징에 따라서 작품·주제형, 특정기간형, 생애·활동

6) 공공기록이 제도적, 정책적 논의의 중심에 있었던 이유로 서구의 기록관리 전통을 들

수 있다. 유럽의 경우, 국가기록물의 공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관리제도의 구축과 운

영으로 이어졌다. 한편 역사가 비교적 길지 않은 국가들, 특히 미국의 경우 20세기 초

반의 실용주의 노선과 정보학의 발전은 기록물의 개념과 가치 그리고 그 활용에 대한

정보학적인 관점을 강화시켰다. 이것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과 같은 국가들이

사실상 정보학을 바탕으로 현용기록물 중심의 관리 전통을 형성하고 있음을 나타낸

다. (김정하, 『남유럽의 전통기록물 관리』, 파주: 이담book, 2014, pp.18-19.)

7) “개인기록은 공공기록물처럼 컬렉션의 규모를 예견하기는 어렵고, 기록의 존재를 확

신하기도 힘들다. 개인기록은 조직적이지 못하고 연속적이지 못한 성질을 가지고 있

다. 또한 강제성을 가지고 기록을 남겨야 하는 법적인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기록의

규모가 낱장의 기록에 불과한 적은 양일 수도 있고, 기록을 통하여 한 개인의 일생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의 큰 컬렉션을 이룰 수도 있다” (이은화, 「아카이브즈 개인 기

록 컬렉션 관리에 관한 연구: 배민수 컬렉션 분석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기록정

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트랙 석사학위논문, 2009,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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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으로 유형을 분류하였다. 임진희(2013)는 일상연구형 아카이브, 유명인

기념형 아카이브, 일반인개인 아카이브로 개인아카이브를 나누었으며, 김

진용(2013)은 개인이 스스로 생산한 기록과 타인이 생산한 개인과 관련

된 기록으로 구분하여 유명인개별아카이브, 개인통합아카이브, 일상아카

이브, 자가형개인아카이브로 분류하였다. 심재련(2016)은 김혜림, 임진희,

김진용의 연구를 토대로 개인아카이브 유형을 대상에 따라 유명인과 일

반인으로 구분하였으며 유명인 아카이브는 작품·주제형, 특정기간형, 생

애·활동형, 기념형으로 나누었고 일반인 아카이브는 일상·생활형, 개인자

가형, 개인수집형으로 분류하였다.8)

지금까지의 연구동향을 보면, 각각의 개인기록을 연구하기보다는 개인

기록들의 집합체를 대상으로 관련 사례를 살펴보고 수집대상이 되는 개

인의 성격, 기록물의 주제, 활용가치의 측면에서 대표적 속성을 도출하여

유형화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는 집적된 기록물 전체

가 나타내는 공통 속성을 밝힌 것으로서 집적단계 이전의 기록의 본질

적, 개별적 형성배경과 맥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체계적이고 계획

적인 기록화를 논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기록관의 특성과 연계한 연구는 매뉴스크립트의 성격을 가지는 구

성원들의 개인기록 컬렉션을 수집하여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점과 개선 방안을 제언하고 있다.9) 대학기록관은 개인기록만을 수집하여

8) 김혜림, 「개인 아카이브의 구축 방안 연구」,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

록관리전공 석사학위논문, 2010, pp.38-61.; 임진희, “개인아카이브 & 개인디지털아카

이빙의 특성과 과제”, 『명지대학교 기록실버랩 콜로키움 발표 자료』, 서울: 명지대

학교, 2013, pp.3-4.; 김진용, 「개인아카이브의 유형별 특성에 대한 연구」, 명지대학

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전공 석사학위논문, 2013, pp.12-18.; 심재련,

「개인아카이브 활성화를 위한 기록정보서비스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

교 대학원 정보·기록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6, p.22.

9) 박지영, 「한국 대학기록관의 매뉴스크립트 운영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

과정 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5.; 이일형, 「대학기록관의 매뉴스크립트 조직

화 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김봉은, 「서

울대학교 기록관의 역사기록물 관리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기록관

리학전공 석사학위논문, 2012.; 한희동,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통한 대학의 설립자

기록물 수집 방안」, 경북대학교 대학원 기록학과 석사학위논문, 2013.; 허소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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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는 곳은 아니지만, 대학의 역사사료로서 가치가 있는 매뉴스크립

트를 수집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국내외 대학기록관의 개인기록관리 사

례를 분석한 연구는 다른 여러 수집기관의 아카이브 운영 목적과 활용가

치에 부합하는 이론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최인혁․이영학(2015)은 개인기록의 가치를 생애사 연구에 두고, 이에

입각한 기록화 방향을 제시하였다.10) 물론 개인기록의 가치는 일차적으

로 생애사 연구와 연결될 수 있고 인물아카이브 기록화를 위해 다루어야

할 쟁점을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기록 생산

주체인 개인은 사회와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조직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 그러므로 생애사 연구 외에도 다양한 기록학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수집과 활용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기록은 다양한 생산주체의 복잡한 생애와 경험을 주제로 하

기 때문에 수집목적에 맞는 이상적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서는 흩어져

있는 다양한 유형의 관련 기록들을 체계적으로 기록화하기 위한 구체적

인 수집계획, 관리방안에 중점을 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학기록관 개인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경북대학교 대학원 기록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6.

10) 최인혁․이영학, 「생애사 연구에 기반을 둔 개인 기록화 연구」, 『한국기록관리학

회지』 제15권 제4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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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개인기록의 정의와 유형

제 1 절 정의와 범주

기록학 용어 사전에서는 개인기록에 대하여 “개인이 개인 업무나 개인

사와 관련하여 생산·수집한 기록으로서, 일기나 메모, 편지, 취미 활동과

관련된 문서들이 이에 속한다. 조직의 기록 관리에서는 조직 기록으로

관리해야 할 공식 기록과 개인기록을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11)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정인물을 연구하기 위한 사료적 가치를 고려했을 때 ‘개인’과 관련된

사실에 일차적으로 주목해야하지만, 그 밖에 주변인이나 사회와의 관계

에서 파악할 수 있는 사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조직 활동의

증거로 생산되는 기록의 생산주체가 조직 구성원인 개인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개인기록과 조직의 공식기록을 명확히 구분

하기란 쉽지 않다. 기록 전체 범주에서 공식 기록을 제외한 개인기록의

정의를 정립하여야 한다.

민간기록물은 공공기관을 제외한 민간기관이나 단체, 개인이 생산한

기록물을 말한다. 이러한 민간영역에서 생산된 기록물은 기관이나 단체

가 공적인 목적으로 생산한 조직 기록뿐만 아니라 개인이 조직의 비공식

적 활동 과정에서 생산한 기록도 포함한다.12) 이 중 개인기록은 한 개인

과 관련하여 개인 본인 또는 타인이 위에서 언급한 비공식적인 활동의

결과로 생산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기록을 개념화하기 위해 먼저 영구보존기록의 정의를 살펴보면,

11) 한국기록학회 엮음, 『기록학 용어 사전』, 서울: 역사비평사, 2008, p.17.

12) “민간기록물은 일반적으로 중앙정부기관, 정부산하기관 및 부서와 같은 공공영역 이

외의 영역에 속하는 기관 및 개인이 생산한 기록물을 말한다. 이러한 비정부기록물은

개인, 가족, 비영리기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즈니스, 또는 사회운동이나 일회성

행사 등 비공식적인 활동에서 생산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지현, 위의 논문, p.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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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권에서는 기록을 성격에 따라 레코드(records)와 아카이브(archives)

라는 용어로 지칭하며 이들 용어는 각각 다른 개념적 속성을 가지고 있

다. 윌리엄스(Williams)는 “레코드(records)는 현재 그리고 계속 진행되

는 활동의 산물들에 적용되는 현용 기록물이고, 아카이브(archives)는 장

기적으로 지속되는 가치를 가진 채 보관되어 온 비현용 기록물”이라고

정의한다.13) 쉘렌버그(Schellenberg) 또한 레코드(records)와 아카이브

(archives)를 다른 것으로 보았으며 아카이브(archives)를 “참고와 연구

목적으로 영구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고, 기록보존기관에 위탁

(deposit)되거나 위탁을 위해 선별된 모든 공적이거나 사적인 기관의 기

록들“이라고 정의한다.14)

레코드(records)는 생산기관(또는 부서)의 업무활동 과정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생산한 것으로서 해당 업무가 종료되지 않아 계속 생산되거나 관

련 업무에 참고적으로 활용되어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현용과 준

현용기록물이다. 그리고 아카이브(archives)는 생산기관 입장에서의 활용

가치는 소멸되었지만 영구보존과 활용을 목적으로 이관되어 관리되는 비

현용기록물이다. 따라서 현용, 준현용단계의 기록물은 행정기록물이고 비

현용기록물은 연구적 가치가 있는 역사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다.15) 행정

적 목적으로 생산되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된 기록물이 역사기록

물의 범주에 속한다고 한다면 개인기록은 여러 출처에서 생산된 역사기

록물인 매뉴스크립트16)에 속한다.

13) 캐롤라인 윌리엄스, 남태우·김유승(역), 『기록관리학의 이해』, 대구: 태일사, 2008,

p.3.

14) T. R. Schellenberg, 이원영(역), 『현대기록학개론』, 서울: 진리탐구, 2002, p.18.

15) 레코드(records)는 생산기관(또는 부서)의 법, 행정적인 목적에 따라 생산되어 관련

업무에 활용되고 있는 현용과 준현용 단계의 기록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아카이브

(archives)는 참고적인 용도마저도 충분히 소멸되고 선별된 후에 영구보존과 활용을

목적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된 비현용기록물을 가리키는 용어로 타당하다.

한편 이러한 용어들이 생산목적에 따라 구분된 것이라면, 가치에 기준할 때 현용, 준

현용단계의 기록물은 행정기록물로, 비현용단계의 기록물은 역사, 문화적 가치가 지배

적인 단계의 기록물, 즉 역사기록물로 정의될 수 있다. (김정하, 「기록물의 개념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제21호, 2009, pp.28-29.)

16) 매뉴스크립트(historical manuscripts)는 역사적 또는 문학적 가치나 중요성을 지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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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기록은 공적 업무수행과정 중 생산·축적된 것이 아니므로 행

정기록물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반면 사적 활동에서 생산하여 축적된 것

이지만 역사, 문화적으로 연구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역사기록물과 성격

을 같이 한다. 따라서 개인기록물은 영구보존 가치가 있는 역사기록물

중 행정적 성격의 비현용기록물을 제외한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 학술적으로 활용되는 대표적인 기록 유형인 매뉴스크립

트는 다양한 출처로부터 수집된 조직, 가문, 개인기록물을 말한다.17) 지

금까지의 이론을 토대로 행정기록물, 역사기록물, 개인기록물의 관계를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행정기록물, 역사기록물, 개인기록물의 관계

문서이다. 이 용어는 아카이브, 출처와 상관없이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계획에 따라

입수한 컬렉션, 보존소에 의하여 입수된 중요한 개인문서들을 말한다. (출처 : Lewis

J. Bellardo, A glossary for archivists, manuscript curators, and records managers,

Chicago: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1992, p.22.)

17) “매뉴스크립트는 일반적으로 개인기록물을 말하나 넓게는 특정목적이나 특정주제 연

구를 위해” 수집되는 것이다. (유영산, 「매뉴스크립트 수집절차 체계화 방안: 민주화

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기록관리학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석

사학위논문, 2005,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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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인의 사적 활동으로 생산·축적된 모든 것을 개인기록이라고

할 수는 없다. 생산주체와 관련없는 주제와 내용을 담고 있고 배포할 목

적으로 대량으로 생산되며 타 정보자료와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정보자료는 기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기록은 개인의 직·간접적 관련

정보를 내용, 구조, 맥락을 가지고 서술한 것으로서 타 기록정보 자료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진다.

문서와 기록은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점이 있다. 문서는 다양한 생산

주체의 행정활동으로 생산된 것이다. 문서들 사이의 유기적 관계가 존재

하는 공적 기록은 문서와 기록의 개념적 속성을 모두 충족하고, 개인기

록은 사적인 기록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18) 이러한 관점에서 문

서, 기록, 개인기록의 관계를 정리해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문서, 기록, 개인기록의 관계

18) 모든 기록이 문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듯이, 모든 문서 역시 기록물로 정의되

지 않는다. 즉 문서로 불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생산주체의 행정활동 과정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기록물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적이고 행정적이며 법적인 활동 과정에

서 자연스럽게 축적되고 그 과정에서 문서들 사이에 구체적인 관계, 즉 유기적인 관

계들이 존재해야 하므로 사전의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수집된 도서관의 도서, 박물관

의 박물, 각각의 개체로 존재하는 문서는 기록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정하, 『기록

물관리학 개론』, 서울: 아카넷, 2007,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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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보면, 개인기록은 개인의 사적영역 및 정체성과 연관되어 생겨

난 것으로서 유기적 관계를 전제로 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이 생산한 기록이기 때문에 사적 활동의 범주에

시대경험, 공적 활동 중 느낀 소회 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들

기록의 수집과 활용은 사회적인 맥락에서 이해되고 접근되어야 할 것이

다.

용어 사용에 있어서는, 다수 기록들이 유기적인 관계에 의하여 하나의

집합체를 이루었을 때 비로소 해당 기록이 의미를 갖는다는 견해에 따라

‘기록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고 이 중 보존기록의 집합체를 ‘아카

이브’ 또는 ‘아카이브즈’라고 지칭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개별적인

개인기록의 유형화를 연구하여 수집목적에 따라 각각의 개인기록을 발굴

하고 수집하는 방안을 논의해보고자 독립적인 단일 기록정보 자료의 의

미를 내포하는 ‘개인기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또한 보존가치가 있

는 개인기록을 수집하여 유기적으로 조직한 개인기록물 또는 이들 개인

기록물을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관을 ‘개인아카이브’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개인기록은 타인과 공유하기 위한 목적에서 체계적으로 생산된 기록이

아니다. 타인이 특정 인물의 기록을 생산한 경우에는 비교적 의도적인

생산, 유통, 보존행위가 이루어지지만 이 또한 아카이브 구축을 목적으로

수행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본래의 개인기록 형성과정에서 드러나는 특

성, 맥락을 중심으로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개체를 개인기록 생산주

체, 개인기록, 개인기록보존소로 보고 유형을 파악해볼 수 있다.

생산주체는 본인, 타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개인은 자신에 대한 기록

을 생산하여 소장하고, 반대로 스스로 사적 활동과 일상생활의 증거로

활용하기도 한다. 여기서 생산주체가 본인인 기록에는 자신이 직접 특정

저장매체에 자신과 관련된 데이터나 정보를 고정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

더라도 생산·입수되어 기록되기까지 적극 참여한 것도 포함된다. 타인이

생산주체인 특정인물 기록도 개인기록에 포함된다. 타인은 특정인물에

대한 기록을 생산하기도 하고 특정인물 본인이 생산한 기록을 기증과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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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의 방식으로 소장하기도 한다. 타인이 생산단계에서 해당 개인의 개입

없이 직접 생산하여 축적한 유형과 이미 생산된 것을 수집하여 컬렉션으

로 관리하는 유형으로 타인의 개인기록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타

인은 생산주체이기도 하지만 수집주체가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본인, 타인의 기록은 개인수집물로 존재하기도 하고 기관에

기증되어 비로소 대중과 공유되기도 한다. 기관의 개인기록은 특정인물

을 기념하거나 연구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화된 개인아카이브의 소장기록

물인 기관 아카이브, 매뉴스크립트 보존소의 소장기록물 일부로 존재하

는 기관 소장 개인컬렉션으로 관리된다.

개인기록보존소는 개인기록을 기증, 위탁 등의 방법으로 제공받아 관

리하게 되는데, 이 때 기관에서 관리하는 개인기록은 기관 사명과 설립

목적 등이 반영된 아카이브 구축 목적에 따라 수집대상과 범위가 결정된

다. 즉 누구의 어떤 기록을 중점적으로 수집하여 다룰 것인지 결정하여

다수의 개인들에게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체들 사이의 상호작용 메커니즘을 보면, 이미 형성된 기록을 개인기

록보존소가 특정목적에 따라 수집하고 서비스하고 있다. 따라서 최초 기

록 형성단계에서의 맥락을 파악하여 목적에 맞는 기록들을 효과적으로

기록화하여야 할 것이다.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한 맥락은 ‘관계’, ‘활동’, ‘수집’이며 이에 따라 기

록을 ‘관계형’, ‘활동형’, ‘수집형’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관계형’, ‘활동형’

기록은 ‘생산’에 의한 결과물로서 생산주체와 생산맥락을 기준으로 유형

화할 수 있다. ‘수집형’ 기록은 이미 생산된 기록을 ‘수집’이라는 기록화

행위에 의하여 형성한 결과물로서 수집주체와 관리형태가 유형을 결정짓

는 중요 속성이 된다. ‘관계형’과 ‘활동형’ 기록을 생산주체에 따라 유형

별로 나누어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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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

맥락

생산

주체
유형

유형별

구분
내용

관계

본인
자기

관계형

사적관계형
사적관계를 바탕으로 본인이

생산한 개인기록

사회·사건

관계형

사회, 사건과 관계를 맺고 특정

사회현상이나 사건, 시대경험을

공유하면서 본인이 생산한

개인기록

타인
타인

관계형

사적관계형

특정인물과 사적관계나

혈연관계를 가지는 타인이

생산한 개인기록

작품·연구

관계형

특정인물의 작품·연구활동과

관련하여 타인이 생산한 개인기록

활동 본인
자기

활동형

기관·단체

활동형

조직이나 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본인이 생산한

개인기록

작품·연구

활동형

작품창작, 연구활동 과정에서

작품, 연구 결과와 관련된 맥락을

나타내는 본인이 생산한 개인기록

일상·생애

활동형

기관·단체활동, 사회·사건관계

활동, 작품·연구활동을 제외한

반복적인 일상·생애활동과

관련하여 본인이 생산한 개인기록

[표 1] 생산주체에 따른 개인기록의 범주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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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

맥락

수집

주체
유형 유형별 구분 내용

수집

개인 개인수집형

특정 관심분야나 인물과

관련하여 개인이 수집한

개인기록물

기관

(단체)

기관

수집형

기관

아카이브형

개인아카이브로 특화된

공공/민간기관에서 수집한

특정인물 및 다수 개인들의

개인기록물

기관 소장

개인컬렉션형

공공/민간기관에서 수집한

소장기록물에 포함되는 소규모

개인기록물

[표 1]에서와 같이 ‘관계형’과 ‘활동형’ 기록은 내용이 자기 자신과 관

련된 것인지 타인과 관련된 것인지에 따라 생산주체를 기준으로 ‘본인’과

‘타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관계형’의 경우 생산주체가 본인인 ‘자기관계

형’은 생산맥락인 관계의 성격에 따라 ‘사적관계형’, ‘사회·사건관계형’이

있으며, 생산주체가 타인인 ‘타인관계형’은 ‘사적관계형’, ‘작품·연구관계

형’이 있다. 타인이 특정인물을 주제로 생산한 기록은 활동 과정에서 생

산되지만 인물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며 무엇보다도 관계의 성격이 형

성단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관계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활동형’ 기록은 본인이 생산한 ‘자기활동형’으로 범주화할 수

있으며 이를 다시 활동의 성격에 따라 ‘기관·단체활동형’, ‘작품·연구활동

형’, ‘일상·생애활동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관계형’과 ‘활동형’ 생산기록은 생산주체와 별개로 수집주체

의 기록화 행위가 또 다른 형성맥락으로 작용하여 ‘수집형’ 기록이 되며

수집주체와 수집기록물의 관리형태를 기준으로 범주와 유형을 [표 2]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표 2] 수집주체에 따른 개인기록의 범주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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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행위는 개인기록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맥락이지만 생산과는 다

른 차원의 것이다. 수집은 유기적 질서를 부여하여 크고 작은 기록 집합

을 형성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수집주체는 ‘개인’과 ‘기관’으로 범주

화할 수 있다. 따라서 수집주체에 따라 ‘개인수집형’과 ‘기관수집형’으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고 ‘기관수집형’은 개인아카이브에 해당하며 수집기

관의 성격이 반영된 관리형태에 따라 ‘기관 아카이브형’와 ‘기관 소장 개

인컬렉션형’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기관 아카이브형’은 개인아카이브

로 특화된 기관에서 구축한 것이고, ‘기관 소장 개인컬렉션형’은 개인기

록을 포함한 다양한 기록물을 수집하는 기관에서 다른 소장기록물과 함

께 관리되는 소규모의 컬렉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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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생산주체별 유형

개인기록의 생산주체는 일련의 관계 및 활동 맥락에 따라 기록을 생산

하는 행위주체이다. 관계와 활동은 형성단계에서 작용한 근본적인 발생

이유이다. 생산주체와 생산맥락이 중요한 이유는 기록과 다른 정보자료

를 비교하였을 때 기록은 선험적인 주제와 목적이 반영된 완결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며 주제, 내용, 형태 등이 생산자, 생산맥락에 의해 결정

되기 때문이다.

개인기록의 경우 ‘개인’이 ‘사적’으로 생산한 것이므로 ‘자기’와 ‘타인’으

로 나타나는 생산주체, 사적 영역 속에 드러나는 ‘관계’와 ‘활동’이라는

맥락을 기준으로 이해한 후 개인아카이브의 구축목적에 부합하는 유형별

구성 기록에 대하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먼저 생산주

체와 생산맥락에 따른 유형별 개인기록의 특성을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

고자 한다.

1. 자기형

본인이 생산한 ‘자기형’ 기록은 ‘자기관계형’과 ‘자기활동형’으로 유형화

할 수 있다. 이를 다시 생산맥락의 성격을 고려하여 구분해보면 ‘자기관

계형’은 ‘사적관계형’, ‘사회·사건관계형’이 있고 ‘자기활동형’은 ‘기관·단체

활동형’, ‘작품·연구활동형’, ‘일상·생애활동형’이 있다.

‘사적관계형’ 기록은 교우관계, 생애사, 작품활동, 집필활동, 학문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자료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편지를 들 수 있는데,

수신자와 발신자, 필자의 뚜렷한 전달내용이 존재한다는 특성상 필자의

인적관계, 필자가 수신자를 대하는 태도, 필자가 그 시대와 사회에 처한

상황까지 개인의 세밀한 정보를 알려준다. 특정인물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사료로서의 편지는 타인이 보낸 것을 보존하는 경우는 많지만, 정

작 본인이 보낸 편지나 답신은 적극적인 발굴 작업이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다.



- 18 -

개인이 직접 본인의 일상생활 중 생산한 편지는 유명인의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보통 사람들의 생애와 인적교류를 조명할 필요성은 적을

수 있지만 편지 속 사소한 사연은 특정 계층의 생활상, 당시 시대와 사

회상황 등 일상생활 모습 재현, 역사 연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19)

다수 일반인들이 생산한 ‘사적관계형’ 기록은 역사적 사건과 주제 연구

에 있어서 당대인들의 집합기억을 대변해줌으로써 현재 경험할 수 없는

시대상, 사회현상 정보를 유추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사회·사건관계

형’ 기록의 성격도 내포하고 있다.

서울대 자유전공학부는 6·25전쟁에 참전했다 순국한 동문의 삶을 전기

로 남기는 ‘서울대 순국 동문 스토리텔링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기 작

업을 위해 학부생·대학원생으로 구성된 15명가량의 작가단도 모집하였으

며, 작가단에 선정된 학생들은 서울대 기록관에 남아 있는 29명의 전몰

동문 중 일대기를 재구성할 만큼의 자료가 있는 7명에 대해 심층 취재했

다.20) 일대기 재구성 자료 중에는 개인편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6·25 참전 당시 가족에게 안부와 그리움, 비통한 심정, 호국의 의지 등을

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자기관계형’에 속하는 ‘사적관계형’으로 규정한 기록에는

편지 외에도 개인이 조직·사회활동, 일상생활 중 함께 찍은 사진이나 타

인에게 선물한 형상기록물 등이 있다. 특정인물과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

고자 한다면 수·발신자, 기록에 등장한 관계인 정보가 명확히 드러나는

19) 국립한글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말기 서울의 포전(布廛) 상인 배동혁(裵東爀)이

남긴 편지 모음은 '상인이 주고받은 편지'로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편지들은 대구

의 한씨 집안으로부터 일괄 구입한 문서로 12종 중 7종이 배동혁이 작성한 편지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지역별 다른 돈의 명칭과 양자 간 교환에 대한 문제는 지역마다 돈

의 가치 차이가 있었고 환산과정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서울에 사는

배동혁이 소비를 대신해주고 편지에 내역을 적어 돈을 청구하는 환간(換簡)의 내용을

통하여 각종 물품 구매대행으로 이익을 취하는 상인의 장사방식 등을 알 수 있다.

(조영준, “조선말기 서울의 포전(布廛) 상인 배동혁(裵東爀)이 남긴 편지”, 『2016년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강독회 발표논문집』, 서울: 국립한글박물관, 2016,

pp.24-35.)

20) 황정환, “‘6·25 전몰’ 서울대생이 남긴 빛바랜 편지”, 인터넷 한국경제, 2017. 6. 24.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62382991, 2017.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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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우선적으로 수집하여야 하고, 동시대인들의 감정과 기억을 재현하

고자 한다면 사회현상 및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들이 생산한

것을 수집하여야 한다.

‘사회·사건관계형’ 기록은 사회나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개인기록이며

개인이 사회변화와 사건 전개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생산하였

다는 특징이 있다. 시대배경이나 관련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과거 집단

기억을 드러내는 여러 개인들의 사회와 사건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였을

경우 수집된 기록물은 뚜렷한 ‘사회·사건관계형’ 기록이 된다.

다수의 관련 인물들이 적극적으로 생산한 기록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아키비스트의 가치관이 투영되기도 하는데, 소외된 당사자들의 집단기억

을 중심으로 과거사를 복원하는 기록물은 ‘아카이브 정의(archival

justice)’21)를 실현한다. 사회문화적 상호작용을 배경으로 다양한 이해관

계를 가지는 개인들이 생산한 사적 기록물은 아키비스트가 사회정의라는

이념을 반영하여 기록화한 ‘사회·사건관계형’ 아카이브의 자원이 된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분단과 전쟁, 독재를 경험하면서도 민주화와 경

제발전을 동시에 달성했고 민주화운동은 그러한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

던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므로 민주화운동 관계자들의 기록은 현대사 연

구에 중요한 사료이자 대표적인 ‘사회·사건관계형’ 기록이다. 현재 민주

화운동사를 담은 사진, 관련사료, 구술영상자료 등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

회, (사)4·19혁명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및 기념사업추진위원회와

같은 기관에서 수집 및 관리되고 있다. 또한 민주화운동 외에도 노동운

동, 여성운동과 같은 사회운동 관련 기록물에는 사건 발생배경과 전개과

정, 직후의 처리과정을 담은 사건 관련자의 개인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3] 참조)

21) ‘아카이브 정의’란 “집단 기억을 당대 국가 통치자로부터 유무형의 피해와 억압

을 당한 당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기록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경래, 「과거사 집단기

억과 ‘아카이브 정의’」, 『기록학연구』 제46호, 2015,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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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노동운동 컬렉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구술아카이브

[그림 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소장 개인기록22)

개인기록은 행위주체의 기억을 재현하는 주요한 구성기록으로서의 역

할을 한다. 해당 기록 자체가 과거 사회와 역사적 사건을 이해하고 연구

하기 위한 사료가 되기도 하고 타 기록들의 맥락을 좀 더 명확히 해주기

도 한다. 그리고 개인의 사적 경험담은 사회 및 사건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생산된다.

‘기관·단체활동형’ 기록은 개인이 특정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부여받은

신분이나 직위를 가지고 활동하면서 생산한 사적 기록이다. 따라서 소속

기관이나 단체의 사명, 존재 목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소속된 기관

이나 단체가 공적인 성격을 갖는다면 개인의 가치관이나 내적 감정을 면

밀히 살펴볼 수 있는 사적 정보를 담고 있는 개인기록보다 구성원들과의

이해관계, 공익적 목적의 업무기록이 더 많이 생산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유형화한 해당 기록은 특정 조직의 운영과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이 비공식적으로 생산한 개인기록으로서 인물의 공식 활동

정보를 보완하거나 특정인물이 아닌 소속 기관이나 단체의 역사를 이해

하는 것에 활용되기 위한 사적 기록을 말한다.

2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오픈아카이브.

<http://archives.kdem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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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주체가 공인인 경우 직무기록은 공식적 활동기록이 되고 이를 제

외한 비공식적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담은 기록은 인물의 신분이나 직위

가 가지는 상징성에 비추어 수집 가치를 가진다. 대통령, 국회의원, 대학

총장, 기관 설립자와 같이 특정기간 중요 직책을 맡은 인물들은 공적 업

무수행영역과 사적 활동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이들이 생산한 개인기

록물은 해당 인물 연구뿐만 아니라 기관·단체활동 연구를 보완한다. 특

히 대통령의 정책 방향성과 추진형태는 대통령 개인의 이념적 성향, 리

더십에 따라 다르게 표출되므로 한 나라의 역사를 조망하려면 반드시 국

가 최고정책결정자인 대통령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하여 다

방면의 개인활동 기록을 살펴보아야 한다.

대통령기록관의 개인기록물은 별도 통계로 관리되지는 않고 있어 정확

한 수량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수집된 역대 대통령기록물 목록 중에는 민

간에서 소장하고 있던 대통령과 영부인의 사진, 친필 서한, 휘호, 자서전

원본, 재임 전 인터뷰 영상이나 사진 등 개인기록들이 포함되어 있다.23)

생산주체가 사인인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대학 구성원들의 기록을

들 수 있다. 공적으로 생산한 회보나 학보를 제외한 동아리 활동을 담은

문서, 사진, 동영상, 수업 노트, 과제물 등이 해당된다. 대학 구성원이라

는 특정 신분의 개인이 생산주체이며, 학교사 기록물로 분류되어 개인

(기증자)컬렉션의 형태로 관리되고 있다.([그림 4] 참조)

23) 대통령기록관에서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는 국정수행기록 외에 기증의 방법으로 발굴

된 역대 대통령 관련 국내 기록 목록을 보면, 2017년 6월말 기준으로 이승만 대통령

기록 2,390건, 윤보선 대통령 기록 13,453건, 박정희 대통령 기록 4,233건, 최규하 대통

령 기록 29,985건, 전두환 대통령 기록 43,878건, 노태우 대통령 기록 7,004건, 김영삼

대통령 기록 48,012건, 김대중 대통령 기록 2,063건, 노무현 대통령 기록 555건, 이명

박 대통령 기록 16건, 박근혜 대통령 기록 2건이 있다. (대통령기록관 정보공개청구

답변자료 참고, 2017.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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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합창단 기념음악회 사진 대학 수업 필기노트

[그림 4] 대학생의 기관·단체활동형 기록24)

특정기간에 수행된 활동, 발생된 사건에 대한 개인기록은 당시에 개인

이 속한 기관이나 단체 성격과 분리될 수 없고, 내용이 관계와 활동 중

어느 맥락과 더 깊은 연관이 있는지에 따라 전자는 ‘사회·사건관계형’,

후자는 ‘기관·단체활동형’이 된다.

‘작품·연구활동형’ 기록은 개인이 본인의 직업과 연계하여 작품활동,

연구수행 과정에서 생산한 기록이다. 개인이 특정 분야에 종사하면서 생

산한 기록이라는 점은 ‘기관·단체활동형’ 기록과 같지만, 기관·단체 구성

원으로서 활동한 내용이 아니라 개인의 창작 및 연구 활동 과정과 증거

에 대한 맥락을 나타낸다는 점이 다르다. 내적 감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

는 작품세계, 학문적 성향과 업적을 파악할 수 있는 개인기록의 대표적

유형이다.

작품활동형 개인기록으로는 작가가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기록들이 있다. 작가 개인과 작품세계 이해를 위해 조성된 미술기록, 문

학기록이 예가 될 수 있으며, 이들 기록을 수집하는 미술관, 문학관과 같

24) 서울대학교 기록관 인물컬렉션

: 박향숙(미술대학 응용미술과, 1958년 입학)이 기증한 기록물 중 자매인 박희숙(사범

대학 국어교육과, 1956년 입학)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합창단(COE Chorus) 창단 1

주년 기념음악회 사진(왼쪽)과 박노동(농대 농화학과, 1970년 입학)이 기증한 작물학

수업 필기노트(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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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매뉴스크립트 보존소는 작품활동형 개인기록을 주요 구성기록으로 하

여 작가의 생애와 업적을 조명한다. 연구활동형 기록으로는 연구노트, 연

구보고서 등이 있다.

미술기록이란 작가가 개인의 경험적 심상을 표현하는 작품을 창작하거

나, 그 과정에서 타인과 교류하고 소통하는 것에서 발생되는 모든 것들

을 포함한다. 생산주체별로 범주화하였을 때, 작가, 큐레이터, 평론가, 컬

렉터 등 개인이 생산한 기록, 작품 구매·경매, 전시, 출판, 연구기록, 작

품 관리 전반과 관련된 행정기록 등 미술관이나 관련단체에서 생산 및

수집한 기록으로 구분된다. 미술기록 중 작가 본인의 개인기록은 작가의

삶과 창작 활동을 이해하고, 작품 창작에 숨겨진 맥락을 보다 심층적으

로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25)

문학기록은 작가 및 작품을 중심으로 생산된 기록으로 작가의 개인기

록과 작가가 생산한 작품의 구상단계, 집필단계, 최종결과를 보여주는 기

록이 핵심이며 그와 관련하여 파생된 기록 및 정보들이 포함된다.26) 최

종 문학작품이 나오기까지의 단계별 과정을 알 수 있는 기록들은 자기활

동형 중 작품활동형 기록이다.

연구활동형 기록은 대학이나 연구소 산하 기록관에서 전자기록관리시

스템 도입과 함께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시작하였으며 연구노트를 포함한

연구 성과 관련 기록물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연구노트 기록화에

있어서 연구 관련 맥락정보의 보존과 관리는 연구자의 몫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아키비스트의 가치판단이나 수집행위는 개입되지 않

는다.

전자연구노트는 연구과정 중에 생산된 다양한 기록물(영상기록, 실험

결과 등)을 연구자로 하여금 업로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면연구노트

의 경우 연구과정의 산출물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

(KAIST)의 연구기록 관리 절차는 [그림 5]와 같다.27)

25) 장지영, 「미술작가의 기록 생산과 활용에 관한 질적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문

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전공 석사학위논문, 2017, pp.11-13.

26) 양서희, 「지역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문학기록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전공 석사학위논문, 2011, pp.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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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연구노트

: 연구자 파일 업로드 → 시점인증(연구책임자승인) → 보존

→ 평가 → 폐기

� 서면연구노트

: 서면연구노트 번호 부여 → 연구자 노트 작성 → 제출 →

보존 → 평가 → 폐기

[그림 5]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기록 관리 절차

관리 절차에서 알 수 있듯이 연구자가 개인적으로 자신의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남긴 것이거나 타인이 한 개인의 삶과 업적을 연구

하기 위한 사료를 집적하기 위한 의도로 수집한 것은 아니다. 즉 기관

차원에서 연구수행 증거를 규격화된 서식에 의거하여 기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연구의 최종산출물인 보고서, 논문, 연구노트, 지

적재산권 등은 '전자도서관'에서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연구의 중간

산출물인 연구데이터, 보고자료, 설계도면, 발표자료 등은 ‘연구기록물 종

합관리시스템(DADAMS)'에서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다. 최종산출물은

연구과제가 종료된 이후에 관리부서로의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중

간산출물은 관리부서에서 기록물을 발굴하여 수집한 후, 용역사업을 통

하여 정리 및 DB화를 추진할 계획이다.28) 그러나 이러한 기록 수집 절

차는 연구자 개인의 업적 연구가 목적이 아니라 연구지원의 타당성을 입

증하는 증거와 실적 파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작품활동형 기록은 대부분 유일본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발굴과 수집

에 있어서 원본의 개념이 중요하고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 매뉴스크

립트 수집과 유사한 접근법이 적용되어 왔다. 연구활동형 기록은 작품활

동형 기록과 다르게 개인 관련 매뉴스크립트가 아닌 기관의 연구지원이

27)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정보공개청구 답변자료 참고, 2017. 7. 28.

28)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기록 담당 기록연구사 인터뷰, 2017.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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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적의 증빙을 위한 행정기록으로 인식되어 정해진 절차와 형식으로

남겨진다. 따라서 아직까지 연구활동 관련 기록을 연구자 개인기록 혹은

연구자 집단의 개인기록물로 접근하여 역사적으로 개관하려는 시도는 이

루어지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전북대학교가 한국과학기술인물 아카이브

구축과 집단 전기적 연구 수행을 착수한 것은 고무적인 사례이다.29)

작품 및 연구활동 기록을 중심으로 인물아카이브를 형성할 때는 해당

분야의 업적을 대표할만한 인물의 선정과 이들 인물들의 활동 맥락이 명

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기록화 작업에서

중요한 것은 많은 인물의 개인기록물을 기증받는 것이 아니라 인물의 업

적을 핵심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기록을 적극적으로 수집하는 것이다.

‘일상·생애활동형’ 기록은 생산주체에 따라 일상활동형과 생애활동형으

로 나눌 수 있다. 두 기록 모두 자신의 사적 활동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일상활동형 기록은 일반인이 주체가 되어 생활사 연구의 소재가 되는 일

상의 모습을 담은 기록이고 생애활동형 기록은 특정인물의 일상사 연구

기록으로서 활용가치를 지니는 기록이다.

‘개인’의 일상활동을 기록화한 것의 대표적인 것은 일기일 것이다. 일

기는 개인이 경험을 기록하는 여러 글쓰기 방식 가운데 상대적으로 형식

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의 내적감정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것이다.30) 일

기, 회고록, 자서전과 같은 자기서사 기록은 자신의 삶을 회고하고 성찰

하면서 자기 삶의 궤적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특징을 가진다.

29) 과학기술 분야에 업적을 남긴 학자들에 대한 인물을 조사, 연구하여 국내외에 흩어

져 있는 자료들을 수집한 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선도적인 학술연구

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0만인 한국과학기술인물 정보포털, 1만인 아

카이브 구축, 1000인 인명사전 편찬, 100인 집단전기연구 등을 수행한다. (전북대학교

홈페이지.

<http://www.jbnu.ac.kr/kor/?menuID=143&subject=%EC%9D%B8%EB%AC%BC&sfv=subject&mode=vie

w&no=3446>)

30) 일기는 예술의 범주에 들어가는 자기서사의 문학작품이 될 수도 있고, 의미를 갖기

위해 독자의 선별과 분류 및 재구성을 기다려야 하는 일종의 자료집으로 남을 수도

있으며 이 두 가지 성향을 모두 지닌 다면적 기록이 되기도 한다. (김하라, 「일기를

통해 본 전통과 근대, 식민지와 해방: 『흠영』(欽英), 분열된 자아의 기록」, 『민족

문화연구』 제57권, 2012, p.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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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아카이브즈’라는 명칭으로 기록화되고 있는 일상활동형 기록은

일상성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들이다.31) 최근 들어 지역특성을 주제로

하는 아카이브에서 지역민의 일상생활기록을 수집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역의 역사는 정체성 확립과 공동체의식 제고로 귀결된다. 그 뿐만 아

니라 다양성 추구와 공동체적 삶의 보존에 기여하는 일상 기록 수집은

최근 들어 지역 기록화의 한 부분이 되고 있다. 특히 보통 사람들의 사

적인 것이라 인식되어 기록화되지 않았던 지역민들의 다채로운 일상을

담은 개인기록들은 지역성을 표현한다.

일상·생애활동형 기록은 종이기록뿐만 아니라 생활용품과 같은 형상기

록물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또한 내용, 서식, 구조가 가장 광범위

한 유형으로 타 유형에 비해 비교적 공적 활동 기록과 명확히 구분되는

다양한 사적 활동을 주제로 하고 있다. 현재는 다양한 기록매체를 통하

여 일상을 기록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신속하고 손쉬운 일상생활 기록화

가 이루어지는 대신 매체의 노후화, 정보의 휘발성 등을 고려하여 다각

적인 수집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1) “다양한 형태의 생활글, 사적 문서, 일기, 편지, 감상문, 대자보를 비롯한 성명서 등

과 사적으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는 사진과 영상물, 그림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

다.” (심성보, 「일상 아카이브즈를 통한 생활세계 연구의 가능성」, 『국제한국학연

구』 제5호, 2011, p.95.)



- 27 -

2. 타인형

타인이 개인과 관련하여 생산한 ‘타인형’ 기록은 개인과의 관계를 맥락

으로 하는 ‘타인관계형’ 기록이 있고, 이를 다시 ‘사적관계형’과 ‘작품·연

구관계형’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사적관계형’ 기록은 타인이 기술한 가문소장 고전적에 포함되는 족보

와 같은 가계기록이 대표적인 예이지만, 주변인이 특정인물 정보를 회고

록, 구술영상자료 등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기록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

또한 사적 관계인이 보낸 각종 문서는 인물아카이브의 중요한 수집 대상

이 된다.

가계기록은 기록 행위 자체를 개인 본인이 인지 못한 상태에서 생산되

는 경우가 많다. 또한 혈연관계를 맺은 타인이 법적, 재정적, 기념적 목

적 등을 가지고 개인문서를 생산한 후, 편집, 서·발문 추가, 편철 등 새

로운 질서를 부여한다.32)

전통적으로 가문에서 배출한 위인을 중심으로 혈연관계에 있는 타인이

회고록이나 전기와 같은 기록의 생산을 주도했다면, 현대에는 유명인과

사적관계를 맺은 타인이 주체가 되어 향후 개인의 재평가 도구로서의 타

인관계형 기록을 생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타인에 의해 편집된 2차

정보자료로서 개인 본인이 생산한 기록의 결락을 보완하고 주변인의 시

각에서 개인을 기록화할 수 있는 수집원인 것이다.

이 외에도 특정인물의 생애를 일상의 기록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개

인의 일상 속 주변인들은 기억과 시간을 상기시키고 생애에 걸친 사적

활동을 재현하기 위한 소재로 이용된다. 주변 사람들, 스쳐 지나간 사람

들, 개인과 친밀한 관계의 사람들은 개인 삶의 모델이 되기도 하고 영향

을 주기도 한다. 타인이 동시대를 살면서 공유한 일상을 기록한 것은 특

정인에 대한 타자화된 사적관계 기록이 될 수 있다. 공인이나 준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후 추모기록이나 기념적 성격의 타인 생산기록이 대표

32) 신명호, 「咸陽朴氏家 蒐集古典籍의 내용과 자료적 특성」, 『장서각』 제2집, 1999,

pp.16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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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사례가 된다.

‘작품·연구관계형’ 기록은 작가, 예술가, 연구자와 같이 직업과 연계하

여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물을 생산하는 개인과 관계있는 타인의 기

록이다. 관계라는 맥락에 주목하여 ‘작품·연구활동형’과 다른 유형으로

접근한 것은 해당 기록이 뚜렷한 관계를 바탕으로 타인이 생산한 것이기

때문이다.

미술기록을 생산주체별로 범주화했을 때 전시 기획안, 전시장 도면 등

전시 관련 자료, 작가와 작품 관련 자료 등 큐레이터의 기록, 연구 자료,

비평문, 미술기사 등 평론가의 기록, 작품 계약서, 작가 자료, 작품 수집

관련 자료 등 컬렉터의 기록은 예술분야에서 타인이 생산한 작품관계형

기록의 사례이다.

문학기록에서도 작가 본인이 문학관련 활동을 하면서 개인의 사적 활

동이나 문학작품 활동에 관한 기록을 직접적으로 생산한 것을 작품활동

형으로 본다면, 타인에 의하여 파생된 기록, 즉 작가나 작품에 관한 논문

과 같은 기록이 작품관계형에 해당된다. 평론과 기사, 방송 등의 언론 보

도자료, 행사 및 프로그램 사진, 동영상, 포스터나 팜플렛, 논문, 간행물,

심포지엄 및 학술대회 자료집, 단행본 등 작가 개인에 대한 연구동향과

객관적 시각을 담고 있는 관계형 기록은 개인기록이 완전한 기록학적 가

치를 지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작품 관련 개인기록이 생산주체와 종류에 의하여 세분화되어 수집·관

리되는 것과 달리 연구 관련 기록은 연구수행과 연구지원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예술가, 작가 등은 활동분야에 지대한 영향과

업적을 남긴 인격체로 인식되어 다양한 개인기록의 수집 가치가 인정되

고 있다. 그러나 기록 자체를 연구적 가치를 지닌 매뉴스크립트로 보는

작품기록과는 달리 연구기록은 연구지원 수행기관의 행정기록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관련 관계형 기록을 연구활동형 기록과의 유

기적 관계를 전제로 수집하고 조직하는 기록화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

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관계형 기록에는 연구자의 연구와 관련한 타인의

학술활동 기록, 학위논문 및 학술지 논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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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과의 작품·연구관계로부터 파생된 타인의 기념활동 기록도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에서 2017년 2월에 개최한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와 제97호 살풀이춤의 보유자인 고(故) 우봉

이매방(宇峰 李梅芳, 1927~2015)의 삶을 조명한 아카이브 기획전에서 교

육자 이매방의 삶을 기리고자 열렸던 제자들이 스승에게 바치는 헌무(獻

舞) 공연 영상은 단순한 사적관계가 아닌 같은 예술분야에 종사하는 작

품·연구관계에 놓여있는 타인의 ‘작품·연구관계형’ 기록이 된다.33)

앞서 ‘자기활동형’의 세부유형으로 제시한 ‘작품·연구활동형’ 기록은 체

계적으로 보존되지 못할 경우 해당 기록을 적극적으로 수집하더라도 유

기적 관계를 완전히 규명하지 못하거나 정보의 결락이 존재한다. ‘작품·

연구관계형’ 기록이 ‘작품·연구활동형’ 기록과 함께 수집되어 조직된다면

정보 결락을 보완한 아카이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3) 국립무형유산원 홈페이지, “「名舞(명무), 이매방 아카이브로 만나다」 기획전 소개

자료”.

<http://www.nihc.go.kr/nihchome/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4173&bbsId=BBS

MSTR_000000000101&pageIndex=1&search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

iter=&searchWrd=%ec%9d%b4%eb%a7%a4%eb%b0%a9&searchCnd=0&mn=KO_03_0

2&searchCtgryYn=Y&ctgryLrcls=CTGRY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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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수집주체별 유형

현대의 기록화는 특정사실과 현상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의도적인

활동이다. 설문원(2011)은 “‘기록화’란 개인이나 조직, 사회의 활동과 역

사를 기록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기록을 의도적으로 수집・생성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집 생산의 결과는 조직 활동의 경과에 따라

자연적으로 축적되는 기록집합체가 아닌 인위적인 기록컬렉션

(manuscript collection)을 형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34)라고 하였다.

수집주체는 목적에 따라 의도적으로 기록물을 수집·축적하는 행위주체

이다. 따라서 다양한 목적과 활용성을 가지는 아카이브가 형성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수집주체’가 ‘기록화 주체’라고 할 수 있다. ‘개인’과 ‘기

관’으로 구분되는 수집주체에 따라 ‘수집’이라는 맥락이 작용한 행위의

결과물인 아카이브를 유형화하여 관련 사례를 살펴본다면 개인아카이브

가 지향하는 기록화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1. 개인수집형

개인을 대상으로 기록화한 결과물 중에는 ‘개인’이 수집주체가 되어 크

고 작은 개인 소장기록물로 보존되어온 ‘개인수집형’이 있고, 이러한 개

인수집 기록컬렉션이 기관에 기증되면 기관에서 운영하는 개인아카이브

의 소장기록물이 된다.

개인수집형 기록은 그 자체가 수집주체의 관심사와 특정인물과의 관계

정보를 내포하고 있어 수집주체 연구에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개인이 수집하여 소장하고 있는 컬렉션은 본인 혹은 타인이 직접 생산한

것과 차이점이 있다. 첫째로 수집주체에 대한 정보의 총체(總體)가 아니

다. 둘째로 수집주체가 생애동안 수집한 개인기록물은 수집주체와 수집

대상 사이의 관계정보가 존재하며 이것은 수집대상 기록화를 위한 중요

34) 설문원, 위의 논문, p.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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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를 제공한다. 셋째로 작품 및 연구활동, 일상생애 기록, 편지, 가계기

록과 같은 자기활동형 및 자기·타인사적관계형 기록이 포함되어 컬렉션

을 이루기 때문에 기록들 간의 유기적 관계와 개인의 직·간접 정보의 2

차적 분석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기념사업 단체가 주축이 되어 특정인물이나 특정사건 및

주제와 연결된 개인들을 기록화하려는 목적으로 개인아카이브를 운영해

왔지만, 현재는 특정인물을 적극적으로 기념하고 기록하려는 취지에서

모인 타인들이 ‘개인수집형’ 기록물을 형성하고 있다.

‘서태지 아카이브’35)와 같이 대중 음악가의 팬덤문화가 확산되면서 팬

들의 적극적인 기념활동의 결과로 생산된 개인수집 기록물이 하나의 특

화된 개인아카이브가 되는 경우가 있다. '서태지 아카이브'는 서태지에

관한 체계적인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대중들에게는 음악인 서태지

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창구가 되고, 연구자들에게는 문화연구

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수집된 기록물은 서태지라는 개

인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자 하는 팬들의 기념활동 결과물이자

연구 사료가 되는 것이다. 그의 활동역사, 음반정보, 공연영상, 기타 팬들

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업로드할 수 있게 하는 디지털 아카이브는 사

용자 참여 중심의 아카이브라고 할 수 있으며 미디어 발전이 가속화될수

록 이러한 개인아카이브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컬렉션 규모의 ‘개인수집형’ 기록물은 기증이나 위탁의 방식으로 기관

아카이브를 구성하는 정보자원이 된다. 정보사회에서 폭발적으로 생산되

는 방대한 정보자료는 현대인들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학술적 관심을

유도하고, 수많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활동형, 관계형 기록들이 생성·수

집되고 있어 수집주체로서의 개인에도 주목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의 생

애와 활동에 관하여 타인이 순수한 기념활동을 전개하면서 다양한 방식

으로 의도적인 기록정보 자료를 생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

라 ‘개인수집형’ 기록물은 향후 개인아카이브로 활용될 것이다.

35) 서태지아카이브 홈페이지.

<http://www.seotaiji-archiv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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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수집형

‘기관수집형’은 기록화를 수행하는 기관의 성격, 아카이브 구축 목적와

관리형태에 따라 ‘기관 아카이브형’과 ‘기관 소장 개인컬렉션형’으로 구분

할 수 있다.

‘기관 아카이브형’은 주로 특정인물의 업적을 독자적으로 조명하는 기

념적 성격의 아카이브가 이에 해당된다. 물론 여기에는 사회·사건관계형

개인아카이브도 존재한다. 역사적 사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기억문화

공간을 조성하고자 설립된 독일의 ‘테러의 토포그래피 박물관

(Topography of Terror)’36)은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의 메모, 일기, 생존자

들의 수기, 증언을 담은 비디오, 학살 현장의 사진 등 유태인 학살의 참

상을 담은 개인기록물을 중점적으로 전시함으로써 역사적 사건의 기억을

복원하고 있다.

개인기록보존소 중 인물기록관은 전형적인 기관 아카이브형 개인아카

이브이다. 대부분 역사인물이나 유명인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

로 설립된 기념관의 형태로 존재하지만, 이연창은 기념관, 박물관, 도서

관은 기록관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정 인물아카이브의

특징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는 용어로 ‘인물기록관’이라는 개념을 제시하

였다. 기념관은 인물에 대하여 긍정적인 부분에 주목하고 개인에 대한

추앙과 미화를 위하여 기록을 수집하고 관리한다. 그러므로 객관적인 평

가에는 근본적인 제한이 있다. 박물관의 경우에는 기본 취지는 유사하나

그 범위에 있어서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인물기록관의 개념으로 차용하

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도서관은 주요 대상자료와 관리방법에 있어서 한

계가 있는 개념이다.37)

따라서 인물기록관이라는 용어 사용과 객관적인 시각에서의 개인기록

물 수집이 필요하지만, 특정인물과 관련된 기록화는 주로 기념관에서 생

36) 테러의 토포그래피 박물관 홈페이지.

<http://www.topographie.de/en>

37) 이연창, 「인물 기록관(Personal Archives) 구축방안 연구」, 홍익대학교 국제경영대

학원 경영정보학전공 석사학위논문, 2007, p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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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와 업적에 담긴 정신을 기념하고자 기념사업회 출범과 함께 이루어고

있으며, 역사인물, 기관설립자 및 구성원의 생애사 관련자료, 사진, 유품,

친필 문서와 같은 개인기록들을 상설 또는 기획전시하는 등 개인아카이

브를 운영하고 있다. 독립운동가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매헌윤봉길

의사기념관’, ‘몽양여운형기념관’, ‘백범김구기념관’, 연세대학교 설립자인

언더우드 선교사 일가의 설립자 정신과 헌신을 기억하고자 유품, 서재,

가족연보, 가족사진의 전시공간으로 조성한 ‘언더우드가(家) 기념관’이 그

예이다.

문학관, 미술관에서도 유명 문학가, 예술가의 개인기록을 수집한다. 유

명 작가를 배출한 지역 또는 작품활동에 영감을 제공한 지역에서 작품세

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기록화가 행해진다. 특히 미술아카이브는 개

인의 작품세계 연구에 있어서 활용가치를 극대화하는 체계적인 기록관리

시스템이 정착된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백남준 아트센터 아카이

브’는 작가 백남준과 그의 작품세계 연구에 활용될 원자료(primary

materials)들을 수집하고 있으며, 서신, 사진, 전시 자료, 미디어 자료 등

을 소장하고 있다.38) 백남준 외에도 미술 관련 매뉴스크립트를 수집하고

있는 기관이지만 백남준이라는 인물의 아카이브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곳으로 기관 아카이브형의 성격이 지배적이다.

공공기록관으로서 법률에 의해 관련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

는 대통령기록관은 인물기록관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역대

대통령 개인기록 컬렉션을 수집·관리하는 곳이므로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개인아카이브이며 소장기록물은 기관 아카이브형에 해당한

다.

대통령기록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39) 동법 제2조에는 대통령의 개인기록물을 “대

통령의 사적인 일기·일지 또는 개인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기록물 등으로

38) 백남준 아트센터 아카이브.

<https://njp.ggcf.kr/research/archives>

39)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2. 4, 법률 제10009호.]

제5장 대통령기록관의 설치·운영 제21조-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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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지 아니하는 대통령의 사적인 기록물”로 정의한다.

대통령기록관에서는 역대 대통령들의 직무기록 외에도 재임 시기 및

재임 전·후의 개인기록물을 수집·관리한다. 기록콘텐츠를 구축하여 대통

령 개인별, 주요사건별 기록을 제공하고 있고, 주요 정책 변화를 알 수

있도록 정책자료를 분류별로 제공하고 있다. 대통령 개인별 기록정보서

비스에는 대통령의 생가정보, 일상생활을 기록한 동영상 및 사진 등 사

적인 기록정보 자료를 서비스하는 메뉴가 포함되어 있다.40)

‘기관 소장 개인컬렉션형’의 형태로 소장기록물을 관리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매뉴스크립트 보존소(manuscript repositories)이다. 매뉴스크립트

보존소는 개인기록만을 수집하여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아니

지만, 다양한 보존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개인기록 컬렉션을 보유

한다. 매뉴스크립트 보존소로 이관되는 영구보존기록은 언제나 같은 출

처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목적에 따라 여러 출처로부터 의도

적으로 수집된다.41) 현재 주제기록관으로 분류되는 역사사료관이 대표적

인 매뉴스크립트 보존소라고 할 수 있으며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나 대학

기록관 등도 모(母)기관에서 생산되는 기록 외에 역사기록물을 수집함으

로써 매뉴스크립트 보존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소관 기록물을 영

구보존 및 관리하기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기록원과 경상남도기록원 설립 추진을 필두로 지방기

록물관리기관 설치가 확산될 전망이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영구보존

40)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http://www.pa.go.kr/index.jsp>

41) 영구보존기록은 언제나 동일한 조직으로부터 이관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출처로부터 의도적으로 수집되기도 한다. “이를 수집기록(collecting archives)

또는 매뉴스크립트(manuscripts)라고 구별하여 말하기도 한다. 이렇게 모기관이 아닌

정보원으로부터 역사적 가치를 가진 기록을 수집하여 보존하는 기관을 보존기록관과

구별하여 수집기록관 또는 매뉴스크립트 보존소라고 한다.” (서혜란, “기록과 기록관

리”, 『기록관리론: 증거와 기억의 과학(3판)』, 한국기록관리학회 편, 성남: 아세아문

화사, 2013,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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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가 있는 소관 행정기록뿐만 아니라 지역사 연구의 토대가 될 수 있

는 향토자료 등 다양한 민간기록물도 수집 하게 된다. 향후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주도로 수집된 지역주민의 개인기록물은 지역아카이브를 구성

하는 주요 자원이 될 것이다.

전주시는 전주관련 각종 자료 수집과 중요인물조사, 관련 조례 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전주정신의 숲’ 기록원의 토대를 마련하는 작업을 하

고 있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열어 기록물 발

굴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2017년 공모전에는 모두 49명의 시

민이 500여 점의 소장 기록을 접수하였고, 대상 수상 기록은 1928년의

전주향교포상, 1920년대의 전주최씨 족보, 전주사범학교 졸업앨범, 초중

고 통신표, 상장류, 1930~1960년대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43점의 사진

등이다.42)

전주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 생활사 기록의 발굴은 거주해온

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기증으로 수집된

기록물 상당수가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담은 개인기록물이라는 것이다.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 변화, 일상생활사를 담고 있는 지역 주민 개개인

의 평범하지만 희귀한 기록의 수집사업은 의미가 있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은 권력분립의 이념과 지

방자치의 정신을 계승한 법이념이 반영된 것이지만, 이러한 법제화는 지

역아카이브 구축과 주민들의 개인기록 수집에 있어서 독자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기록화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대학기록관은 문화유산기관의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은 아

니지만, 모(母)기관의 역사를 조망하고 구성원의 과거기억을 보존하고자

다양한 개인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조직형 보존소’와 ‘수집형

보존소’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43) 조직형 보존소로서 모기관의 행정

42) 김재호, “기록은 힘이다”, 인터넷 전북일보, 2017. 6. 27.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1131577, 2017. 9. 11.>

43) 대학기록관은 ‘조직형 보존소(institutional repositories)’와 ‘수집형 보존소(collecting

repositories)’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조직형 보존소’란 기록물을 생산하고 아카

이브즈 프로그램을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모기관으로부터 기록물을 직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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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을 이관하여 관리하고, 수집형 보존소로서 대학의 역사, 문화, 인

물, 사건, 교육 등과 관련된 역사기록물을 수집하여 관리한다.

대학기록관에서 실제로 어떤 종류의 기록이 소장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학의 사명과 관련된 법률, 행정, 교과

과정 문서와 출판물, 교수와 학생 등 대학 구성원의 활동과 관련된 것들

이 주요 수집기록이 된다. 이러한 컬렉션들은 중요한 연구 문서를 포함

할 수 있고 기관의 자부심을 고취시키며 기념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

다.44)

서울대학교 기록관의 보유 기록물 중 역사기록물에 속하는 대학사료

보유 현황을 보면, 2016년 기준으로 총 57,567건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

며 개인기록에 해당하는 것은 학생운동자료와 개인컬렉션45)이다.([표 3]

참조) 개인컬렉션은 인물컬렉션 메뉴에서 서비스되며 기증자가 직접 생

산하였거나 소장하고 있던 개인기록물이다. 기증자는 교수, 학생, 직원,

총장46), 보직교수, 동문 등 다양한 신분의 개인이다.([그림 6] 참조)

관’(accession)하는 기관이고, ‘수집형 보존소’는 기증자로부터 개인이나 조직

(corporate body)의 문서(papers) 혹은 기록물을 ‘수집’(acquisition)하여 이를 소장하는

기관이다.” (Gerald F. Ham, 강경무․김상민 역,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선별

과 평가』, 서울: 진리탐구, 2002, pp.17-18.)

44) William J. Maher, The Management of College and University Archives,

Metuchen, N.J.: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 and the Scarecrow Press,

1992, pp.25-28.

45) 기증자단위 인물컬렉션으로 기증자명을 컬렉션명으로 하여 기록콘텐츠의 형태로 서

비스된다. 아카이브에서는 보통 시리즈 수준에서부터 정리 작업을 하지만 매뉴스크립

트 보존소는 컬렉션 단위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다.

46) 구성원 중 대학 행정 최고책임자인 총장은 기관의 영향력 있는 인물로서 상세한 개

인 기록화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고려대학교 기록사료실에서 정리된 대학 역사기록

중에는 총장 동정에 대한 기록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진오 총

장에 대한 기록으로 제헌헌법 초고 등 제헌헌법 관계 자료, 강의록, 편지, 일기장, 각

종 도서들, 김준엽 총장이 수여받은 국민훈장 모란장, 각종 도서류, 사진, 앨범류, 김

병철 총장의 선물, 학교 기념물 및 박물류, 언론보도, 회의록 등 문서류, 행사사진, 앨

범류 등이 정리·활용되고 있다. (박유민, “대학 총장 기록물 수집, 정리 및 활용”,

『2015년 추계 콜로키움 자료집』, 서울: 한국대학기록관협의회, 2015, pp.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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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분류

대 학 사 료

교사자료
학생운동

자료

개인

컬렉션
기타 계

수 량 36,466 7,274 7,791 6,036 57,567

서울대학교 기록관 홈페이지

메인 화면

서울대학교 기록관 인물컬렉션

제공 화면

[표 3] 서울대학교 기록관 대학사료 보유 현황

(단위 : 건)

* 조사기준일 : 2016. 4. 1.

출처 : 『2016 서울대학교 통계연보』

[그림 6] 서울대학교 기록관 온라인 컬렉션47)

작가 및 작품 관련 매뉴스크립트를 수집하는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연구

센터는 한국 및 아시아 근현대미술의 이해와 연구를 목적으로 미술자료

의 수집·관리·보존, 연구 활동 지원, 미술정보 서비스 등의 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개인기록물을 수집하여 서비

스하고 있으며 이들 기록들은 특수자료로 분류되어 컬렉션 단위로 조직

된다. 20세기 한국 예술가들의 스케치, 드로잉, 작가노트, 사진, 필름, 편

47) 서울대학교 기록관 홈페이지.

<http://archives.snu.ac.kr/DAS/H/H0/1/H0_1_01_P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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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브로슈어, 포스터 등 광범위한 미술 관련 자료들이 이에 해당되며,

2017년 초 기준 특수자료 약 156,835점을 소장하고 있다.48)

다양한 출처로부터 수집된 매뉴스크립트를 관리하는 것의 일환으로 관

련 주제 인물의 크고 작은 여러 개인컬렉션을 관리하는 아카이브 운영

방식에서는 개인컬렉션들 사이의 관계나 다른 매뉴스크립트 컬렉션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기록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48)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연구센터.

<http://www.mmca.go.kr/contents.do?menuId=301000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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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개인기록의 기록화 실제

제 1 절 개인아카이브의 구축 목적

정형화되지 않은 기록방식으로 복잡하게 얽힌 내용, 구조, 맥락으로 구

성된 개인기록은 생산될 당시의 본질적, 개별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유형화한 개인기록은 앞서 수집주체별 사례를 통하

여 개인수집물과 기관 소장 기록물을 구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집

된 개인기록물은 수집주체를 기준으로 서로 다른 기록화 목적과 활용가

치를 추구하며 개별적 개인기록의 주요 특성에 입각한 생산주체별 유형

고찰은 수집주체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개인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록화

전략 수립의 기초단계이다.

기록화의 최종 목적은 보존된 기록물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얻는 것이

라는 관점에서 생산주체와 맥락특성을 기준으로 유형화한 각각의 기록들

로 기록화 목적을 충족하는 기관의 개인아카이브를 구성하는 방안이 본

연구가 궁극적으로 제언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앞서 기관수집형 사

례에서 나타나는 개인기록의 기록화 목적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1. 인물연구

사례를 통하여 개인기록을 수집하는 아카이브는 독립된 기관이나 부속

기관, 자료실에서 특화된 개인아카이브 또는 소규모 개인컬렉션의 형태

로 수집 및 관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운영주체는 개인기록만

을 전문적으로 수집하여 서비스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주로 아카이브

구축과 관련 기념행사, 장학사업과 같은 문화·교육활동을 병행한다.

개인수집형 기록물은 수집주체가 되는 개인이 흥미를 가지는 인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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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관련 기록을 수집할 수 있지만 한 인물의 심도있는 연구를 지

원하고자 조직적으로 수집이 이루어지는 사례는 기관수집형 기록물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대학과 같은 기관에서 관리하는 설립자 아카이브,

대통령 아카이브와 같은 기관·단체활동을 주도한 영향력 있는 인물의 아

카이브, 서태지 아카이브와 같은 특정분야와 연관된 사회저명인사 아카

이브, 독립운동가 등 역사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아카이브 등이 인물연구

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아카이브에 속한다. 개인아카이브는 인물기념관이

나 자료실, 디지털 아카이브 등의 형태로 특화된 개인아카이브로 관리되

거나 기관 소장기록물 일부를 구성하는 소규모 개인컬렉션으로 관리된

다.

한 개인의 생애에 걸쳐 생산된 기록을 통하여 일상생활, 주요 활동, 사

회적 업적을 연구할 수 있는 아카이브는 대표적인 개인아카이브이다. [표

4]와 같이 생산주체에 따른 개인기록의 거의 모든 유형이 아카이브를 이

루는 구성 기록이 되며 해당 개인의 활동 기록이 중심이 되고 타인 생산

기록이 결락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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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브

유형

생산

주체
유형

유형별

구분
구성 목적

인물

연구

개인

아카이브

본인

자기

관계형

사적

관계형

인물의 인적 관계, 교우 관계,

생애사 파악

사회·사건

관계형

시대경험, 사회 및 사건과

인물 생애 사이의 연관성 파악

자기

활동형

기관·단체

활동형

기관·단체와 연관된

인물의 활동 파악

작품·연구

활동형

인물의 작품창작 및 연구활동과

관련 맥락 파악

일상·생애

활동형
인물 생애사 파악

타인
타인

관계형

사적

관계형

타인의 기록을 통하여

자기관계형·활동형 기록의

결락 보충

작품·연구

관계형

타인이 생산한 인물의 작품창작

및 연구활동 관련 기록을 통하여

자기작품·연구활동형 기록의

결락 보충

[표 4] 인물연구 개인아카이브의 유형별 구성과 목적

인물연구 개인아카이브와 같은 성격의 기존 아카이브 컬렉션 현황을

보면 수집대상이 되는 공인과 준공인의 활동 기록 수집에 집중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물의 활동정보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얻을 수 있

기 때문에 다양한 관계형 기록도 함께 조직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관이

나 단체와 관련된 인물아카이브는 기관·단체활동형을 중심으로 가장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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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하게 많이 생산되는 일상·생애활동형, 사적관계형 기록을 통하여 인물

의 여러 면모를 알 수 있도록 하되 사회에 미친 영향력이나 역사적 사건

과의 연관성 또한 중요 기록화 대상이 되므로 해당 유형의 존재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작가나 학자의 아카이브와 같이 작품과 연구성과를 집

중 조명할 때는 작품·연구활동형 기록을 중점적으로 수집하고 일상·생애

활동형, 작품·연구관계형 기록을 함께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관

점에서 역사인물이나 사회저명인사 아카이브는 역사적 사건이나 사회적

영향력과의 연결을 고려하여 사회·사건관계형, 기관·단체활동형, 일상·생

애활동형, 기타 관계형 순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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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제연구

특정주제를 기록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집단의 기억을 재현하는 기

록물, 지역사회의 애향심 고취와 결부된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기록물 등

다수의 개인들이 생산한 기록물을 수집하는 개인아카이브도 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회현상이나 사건을 복원하고 후대에 올바른 해석

과 평가를 위한 것도 특정인물연구와 함께 개인아카이브의 구축목적이

된다. 시대나 계층, 일상생활의 변천 양상 등 특정주제와 관련하여 개별

적이고 특수한 사례 연구에 다수 개인들이 주체가 되어 생산된 개인기록

물이 사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매뉴스크립트 보존소의 사회·사건관계형 개인아카이브의 사례로 살펴

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에서 수집하는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여

성운동 역사와 관련된 사람들의 개인기록물은 민주화를 위한 시민의 저

항,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주제로 관련 역사와 관련자들의 기억을 복원

하기 위한 주제연구 개인아카이브에 해당한다. 또한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에서 수집하는 지역주민이 생산하거나 수집한 개인기록물은 지역사 및

지역특성을 주제로 하는 개인아카이브이다. 대학기록관에서 관리하는 구

성원의 개인컬렉션은 총장이나 교수와 같은 특정인물이 아닌 다수 학생

들이 생산한 것일 경우 학교사를 주제로 하는 대학사료 아카이브의 일부

가 된다.

인물연구 개인아카이브가 인물정보의 포괄적인 획득을 목적으로 넓은

범위의 여러 유형 기록들을 함께 구성해야하는 것과 다르게 주제연구 개

인아카이브는 많은 수의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신 주제 관련 유형

기록을 중점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관건이다. 유형별 구성과 목적을 정리

하면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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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브

유형

생산

주체
유형

유형별

구분
구성 목적

특정

주제

연구

개인

아카이브

본인

자기

관계형

사적

관계형

개인의 사적 감정과 인적관계를

나타내는 기록을 통하여

특정주제 파악

사회·사건

관계형

관련된 다수 개인들이 생산한

시대경험, 사회 및 사건 내용을

담은 기록을 통하여 특정주제

파악

자기

활동형

기관·단체

활동형

동일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했던 다수 개인들의 기록을

통하여 특정주제 파악

작품·연구

활동형

동일 분야 다수 개인들의

작품창작활동이나 연구활동

기록을 통하여 특정주제 파악

일상·생애

활동형

공통 특성을 가진 다수

개인들의 일상생활, 비공식적

사회활동 기록을 통하여

특정주제 파악

타인
타인

관계형

사적

관계형

특정주제 파악을 위하여

타 유형 기록의 결락 보충

작품·연구

관계형

특정주제 파악을 위하여

작품·연구활동형 기록의

결락 보충

[표 5] 주제연구 개인아카이브의 유형별 구성과 목적

[표 5]와 같이 주요 구성 기록물이 다양한 이해관계에 놓여있는 개인

의 정보, 활동, 경험, 감정 등을 보다 자세하게 기술할 수 있는 정보자료

가 되기 위해서는 주제와 연관된 유형의 기록을 중심으로 수집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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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록화 사례 분석

기관에서 운영하는 개인아카이브의 구축 목적을 인물연구와 주제연구

로 나누어 두 유형의 개인아카이브를 구성하는 생산주체와 맥락을 기준

으로 구분한 유형별 기록을 살펴본 바 있다. 그러나 유형별 구성 기록들

을 효과적으로 수집하여 아카이브로 만들기까지 기관의 특성과 수집대상

의 성격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록화 절차와 방법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

다.

이를 위하여 현재 구축된 개인아카이브 중 인물연구와 주제연구를 목

적으로 하는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즉 사례에

나타나는 개인아카이브의 특성과 기록화 양상을 살펴보고 유형별 특성과

활용가치에 대하여 분석하여 구체적인 기록화 방안 제시에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1. 인물연구를 위한 기록화

인물연구를 위한 기록화의 대표적인 사례는 기관(단체) 설립자 아카이

브이다. 기관 설립자는 기관의 역사와 발전에 끼친 영향력이 크다. 교육,

종교, 사회운동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활발한 활동을 기반으로 기관을

설립하여 본인이 추구하는 이념을 실현하고자 노력했던 인물로서 기관의

활동목적과 연결하여 사적 기록물이 수집된다.

기관 설립자 아카이브 사례로 영락교회 설립자 한경직 목사의 컬렉션

을 살펴보면, 한경직 목사 기록들은 영락교회의 핵심적인 기록물로서 수

집업무에 있어서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다. 종교계 원로 지도자이자 영락

교회 설립자인 한경직 목사는 설립이념과 사명을 뒷받침하는 인물이며

관련 개인기록은 교회사 연구에 빼놓을 수 없는 사료이다. 영락교회는

여러 산하 부속기관을 두고 운영되는 큰 규모의 종교기관으로 관련 기록

을 수집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영락교회 역사자료실’, ‘한경직 목사 기념

도서관’, ‘한경직 홈페이지’ 컬렉션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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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락교회 역사자료실’은 혼합형 기록관으로 업무상 생산된 교회행정

기록과 비현용 매뉴스크립트가 공존하고 있다. 소장기록물은 기능출처,

시대, 입수처,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49) 아카이브 전체를 기능

출처, 시대, 입수처, 형태를 기준으로 구축한 것은 교회행정 기능 및 교

회사를 분석하여 분류에 반영한 것이다. 한경직 목사와 관련된 기록물을

별도의 기능출처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구축하였으며 공적·사적 활동, 사

후 기념사업회 활동 기록들을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다.

한경직 컬렉션은 주요 수집대상 기록물로서 기관 소장 개인컬렉션형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관 주요 구성원이었던 한경직의 사적 활동

및 타인의 기념 기록이 공적 활동 기록과 함께 조직되어 있다. 개인의

공적 활동과 기관 활동에 대한 정보를 보완해줄 수 있는 자기활동형 기

록 외에도 개인과 관련된 타인의 사적관계형 기록이 함께 조직되어 있

다.

아카이브 전체에 적용된 분류와 수집범위를 참고하여 현재 역사자료실

이 소장하고 있는 한경직 컬렉션의 분류 및 수집범위와 향후 수집가능성

이 있는 기록물의 내용을 파악해보면 [표 6]과 같으며, 항목별 생산주체

및 생산맥락에 따른 관련 유형을 정리해볼 수 있다.

49) 영락교회 역사자료실 홈페이지.

<http://archives.youngnak.net/cybr/Main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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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출처에 따른 수집범위

구분 관련 기록 내용 관련 유형

공적

활동

목회활동, 사회복지사업, 교육사업,

선교사업, 한국기독교연합사업,

상훈 관련 기록

개인 본인이

생산한

기관직무기록

사적

활동

개인생활, 가족생활, 교제, 생활유품,

학업활동 기록

- 자기관계형

(사적관계형)

- 자기활동형

(기관·단체활동형

일상·생애활동형)

- 타인관계형

(사적관계형)

사후 장례식, 기념행사 기록

- 타인관계형

(사적관계형

작품·연구관계형)

기념

사업회

운영

기념 및 추모행사 관련 기록 〃

시대(교회의 발전과정)에 따른 수집범위

연도 시대별 주요 사건 관련 유형

창립

이전

창립이전 한경직 목사의 학업 및

종교활동

- 자기활동형

(기관·단체활동형

작품·연구활동형

일상·생애활동형)

1945년

~

1949년

영락교회의 전신인 서울 베다니전도교회

창립, 한경직 목사 위임

- 개인 본인이

생산한

기관직무기록

- 자기관계형

(사적관계형)

- 자기활동형

(기관·단체활동형

일상·생애활동형)

1950년

~

1955년

대한예수교장로회 한경직 목사

총회장 당선

1971년

~

1983년

한경직 목사 원로목사 및

공로목사 추대,

한경직 목사 기념도서관 개관,

[표 6] 역사자료실 한경직 목사 컬렉션의 수집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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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30주년 기념 한경직 목사 기념관

봉헌식

- 타인관계형

(사적관계형)

1984년

~

1995년

한경직 원로목사 대리당 회장으로 추대,

템플턴상 수상

1996년

~ 현재

한경직 목사 사진자료집 발간,

한경직 원로 목사 98세로 별세,

한경직 목사 탄신 100주년 기념행사,

한경직 목사 기념전시관 개관,

한경직 목사 추모 10주년

국제평화 화해 컨퍼런스,

휴먼 다큐 영화 <한경직> 개봉

입수처에 따른 수집범위

입수

방식
입수처 관련 유형

기증
기관 기관수집형

개인 개인수집형

이관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기관수집형

형태에 따른 수집범위

형태

구분
관련 기록 내용 관련 유형

도서

/간행

물류

한경직 목사가 편찬한 간행물, 저서 등

(설교집 및 도서, 찬송시, 칼럼 등),

한경직 목사 관련 간행물,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기념 및 추모행사

자료집, 예배 자료집, 평전

- 자기활동형

(기관·단체활동형

작품·연구활동형)

- 타인관계형

(사적관계형

작품·연구관계형)

문서류

한경직 목사의 친필 설교 원고 및 초안,

메모, 성탄절 답신,

템플턴상 수상 연설문, 유언장,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추죄 세미나 및

추모행사 관련 자료

(포스터, 팜플렛, 사진 등),

타인이 보낸 편지, 카드,

타인이 메모한 설교 노트,

- 자기관계형

(사적관계형)

- 자기활동형

(기관·단체활동형

작품·연구활동형

일상·생애활동형)

- 타인관계형

(사적관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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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조문객 명단,

유품 및 설교 녹음자료 목록,

한경직 목사 서재 장서 목록,

한경직 원로 목사 면담 보고, 대화 메모,

한경직목사기념전시관 전시물 및

전시사진 목록,

세례, 결혼, 교인자격부여,

사망에 관한 등록부 등

기타 사료적 가치가 있는 문서

작품·연구관계형)

박물류
한경직 목사가 수상한

상장, 상패, 감사패, 액자, 유품 등

- 자기활동형

(기관·단체활동형

일상·생애활동형)

- 타인관계형

(사적관계형)

사진류
한경직 목사의 일상 및 활동을 담은

사진 및 필름 등

- 자기관계형

(사적관계형)

- 자기활동형

(기관·단체활동형

일상·생애활동형)

시청각

류
한경직 목사의 설교 및 음성파일, 동영상

- 자기활동형

(기관·단체활동형

일상·생애활동형)

신문류
한경직 목사가 신문에 투고한 글,

활동 및 추모 관련 신문기사 스크랩

- 자기활동형

(기관·단체활동형

작품·연구활동형)

- 타인관계형

(사적관계형)

‘영락교회 역사자료실’의 한경직 컬렉션은 기관 소장 개인컬렉션형으로

운영되는 아카이브 대부분이 기증을 통한 소규모 컬렉션이라는 점을 감

안하여도 다른 하위그룹 기록물보다 비중이 적고 자체 구성 기록들도 출

처, 형태, 유형, 시대적 범주가 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출처에 있어서

는 한경직 목사 기념사업회로부터 이관된 생산자 미상 기록이 대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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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형태적으로는 생활유품을 제외한 다른 기록들의 경우 사진, 종이류가

많다. 또한 주로 타인이 한경직 목사에게 보낸 서신, 엽서,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 등으로 한정된 사적관계형 기록이 많다. 사적관계 기록에는

정기적인 기념행사 기록보다는 주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생산

된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자료, 가계기록 등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가능

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생산시기에 있어서도 활발한 활동시기보다는 은

퇴 이후 생산된 것들이 많아 균형적인 수집이 필요하다.

‘한경직 목사 기념도서관’은 한국교회사 인물연구로 특화된 신학전문도

서관을 지향하고 있으며 구입한 장서 외에도 기증을 통하여 수집한 기독

교 단행본, 한국교회사 관련 자료, 영락교회 교역자 및 교인 저작물을 관

리하고 있다. 특히 중요자료를 컬렉션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한경직 목사

관련자료’ 및 ‘한국교회사 자료’ 컬렉션이 있다.50) ‘한경직 목사 관련자료’

컬렉션의 자료 현황과 관련 유형은 [표 7]과 같다.

50) 한경직 목사 기념도서관 홈페이지.

<http://library.revhan.net/#/sc/pastor?scId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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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관련 유형

설교집
한경직 목사 설교전집, 설교모음집,

저서 등

- 자기활동형

(기관·단체활동형

작품·연구활동형)

설교자료

(비도서)
한경직 목사 설교 녹음자료 등

- 자기활동형

(기관·단체활동형)

논문
한경직 목사의 생애, 사상, 활동을

연구한 논문

- 타인관계형

(작품·연구관계형)

자료집
한경직 목사 추모 세미나 및 기념행사

자료집, 기념전시관 전시 도록 등

- 타인관계형

(사적관계형

작품·연구관계형)

관련도서 한경직 목사의 저서, 에세이, 전기 등

- 자기활동형

(기관·단체활동형

작품·연구활동형

일상·생애활동형)

비도서자료
한경직 목사 관련 다큐멘터리,

방송출연 자료 등

- 자기활동형

(기관·단체활동형)

- 타인관계형

(작품·연구관계형)

[표 7] 기념도서관 한경직 목사 관련자료 현황

도서관은 주로 배포 목적으로 가공한 내용의 정보자료를 취급한다. 또

한 도서관 소장자료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행본은 완결된 내용을

수록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존재한다. ‘한경직 목사 기념도서관’은 [표

7]에서와 같이 도서, 비도서, 자료집 등으로 구성된 한경직 개인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완전한 인물아카이브로 보기에는 부

족하다.

‘한경직 홈페이지’는 인물의 생애와 활동을 테마별로 소개하고 있고 온

라인으로 관련 아카이브를 제공하고 있다. ‘한경직 자료’와 ‘관련자료’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한경직 자료’는 한경직 목사가 직접 생산한 자료이고

‘관련자료’는 타인이 생산한 자료이다.51) ‘한경직 홈페이지’의 자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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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관련 유형

한경직

자료

한경직의 설교문, 강의록, 서적,

논문, 시(찬송가 가사), 어록,

한경직이 학술지나 잡지에

기고한 글,

강연 테이프, 방송 대담 영상 등

- 자기활동형

(기관·단체활동형

작품·연구활동형)

관련 자료

한경직의 삶과 사상을 연구한

박사논문을 비롯하여

다양한 주제의 소논문,

한경직에 대하여 타인이 생산한

글이나 서적,

아동용 한경직 전기,

다큐멘터리나 교육 영상 등

- 타인관계형

(사적관계형

작품·연구관계형)

과 관련 유형은 [표 8]과 같다.

[표 8] 한경직 홈페이지 자료 현황

‘한경직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되는 기록물은 인물의 생애와 활동 중심

의 자료들로 특화된 기관 아카이브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온라인으로

음성파일이나 영상, 스크립트가 제공되고 있고, 수집범주도 한경직이 직

접 생산한 것과 타인이 생산한 것으로 구분하여 유형면에서 자기관계·활

동형, 타인관계형이 균형있게 구성되어 있다. 특히 타인이 한경직을 주제

로 하여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상, 논문, 언론매체 자료의 수집량과 다양

성의 측면에서는 ‘한경직 기념 도서관’ 컬렉션보다 뚜렷한 인물아카이브

성격을 가진다.

한경직 목사를 수집대상으로 하여 하나의 개인아카이브를 구축하고자

한다면 위 세 곳의 소장 컬렉션을 유기적으로 조직하고 관련 정보를 연

51) 한경직 홈페이지.

<http://hankyungchik.org/cont/cont01.aspx?menu_top=cont&menu_su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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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으로써 하나의 유형이나 형태에 치우지지 않는 구성이 필요할 것이

다. 즉 인물에 대한 이해가 목적인 기관수집형 아카이브는 한 곳에 집적

되어 관리되었을 때 더 많은 정보와 맥락을 획득할 수 있기에 다양한 접

근이 가능한 통합 관리가 요구된다.

‘영락교회 역사자료실’의 활동형 기록은 목회 및 생애활동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많고, 관계형 기록은 타인이 보낸 서신, 카드류 등에만 집중되

어 있으며 유형별 매체는 문서류가 대부분이다. 반면 ‘한경직 목사 기념

도서관’, ‘한경직 홈페이지’는 한경직의 저서, 에세이, 연구기록, 타인이

생산한 논문, 인터뷰 영상, 방송 프로그램 자료 등 연구활동 및 관계형

기록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나 인물의 일상자료들은 많지 않다. 따라서

기관별 부족한 유형의 기록정보 자료를 통합서비스 한다면 부족한 정보

를 보완해줄 수 있다.

다음으로 인물정보를 분석하여 같은 유형의 기록이라도 여러 관점에서

다양한 주제, 내용, 형식으로 표현되는 기록정보 자료를 적극적으로 발굴

하여야 한다. 비교적 많은 수량으로 생산되어 수집이 용이한 기록 위주

로 아카이브를 구성한다면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인물의 모습은 제한

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인물의 모습을 다각적으로 표현하는 아카이

브가 필요하다.

기관 설립자 아카이브의 일차적인 목적은 기관의 설립에서부터 발전

역사를 함께한 인물의 업적과 활동을 기념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관·단

체활동형 기록 수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다양한 관점에서 바

라본 설립자의 모습은 기관뿐만 아니라 인물아카이브의 존재가치를 설득

력 있게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기관·단체활동형을 중심으로 수집하되

활동형에 속하는 다른 유형의 기록화 노력도 필요하며 인물에 대한 사전

분석은 이와 관련하여 계획적인 수집을 가능하게 해준다.

영락교회 역사자료실은 모기관의 역사기록물을 수집하는 사료관으로서

한경직의 기관 직무활동과 연계하여 다양한 사적 기록을 주제별로 수집

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화된 사적 활동 영역이 한정적이어서

기관의 주요 변화 및 사건으로 기록화 영역을 확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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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의 시대를 기준으로 설정한 수집범위를 보면 교회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 중에는 한경직과 관련된 것들이 많지만 교회 행정기록

이 대다수이고 일련의 주요 사건별 관련 개인기록이 체계적으로 수집되

어 있지 않다. 도서관과 홈페이지도 영락교회 설립자 또는 종교지도자로

서의 모습보다 신학자로서의 신앙생활을 부각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교회 설립 과정 속에서의 여러 활동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수집대상 인물이 기관 설립과 활동 역사에 중요한 인물일 경우 연

혁 분석을 통하여 수집기록의 내용과 유형을 예측하여 수집하여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경직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곳 모

두 사회·사건관계형 기록에 대한 수집이 미흡하기 때문에 인물과 역사적

사건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해당 기록도 같이 기록화하려는 노력이 있어

야 한다. 인물아카이브 수집대상은 일반인이 아닌 사회저명인사, 공적 지

위에 있는 개인이 된다.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을 겪으면서 공인이자 동

시대를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의 삶을 살았던 대상 인물의 활동과 관계는

사회와 사건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일제의 침략전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1932년 귀국 후

평양의 숭인상업고등학교로부터 초빙을 받아 교사와 교목으로 영어와 성

경을 가르쳤고, 동시에 모교인 숭실대학 강사로 출강하다 1939년 신의주

보린원을 설립하여 고아와 노인들을 위해 봉사를 시작한 일 등은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과 연관이 깊다. 또한 해방 직후 신의주자치위원

회와 기독교사회민주당을 조직하는 한편 남북이 대립하자 월남하여 베다

니전도교회를 설립한 사실은 해방 전후 남북 이념대립이 극심했던 시대

상과 맥락을 같이 한다. 1950년 대한기독교구국회를 조직하여 국군과 피

난민들을 도왔던 활동 등은 사회지도자로서의 면모를 알 수 있는 사실이

며 한국전쟁 당시 상황과 연계되어 있다.52) 따라서 기관 밖에서 이루어

졌던 종교지도자, 사회저명인사로서의 삶을 함께 알 수 있는 사회·사건

관계형은 인물의 생애와 동시대 사회변화, 사건과의 연계 분석을 통하여

수집할 수 있다.

52) 한경직 홈페이지 인물 연대기 소개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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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직 컬렉션을 운영하고 있는 세 곳의 기록정보 자료 현황을 종합해

보면, 소장기록물이 특정유형에 편중되어 있는 반면 부족한 유형의 기록

정보 자료를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 역사자료실은 한경직의

목회활동과 일상 기록을 다수 보유하고 있고, 도서관은 설교자료과 각종

저서, 논문 등으로 구성된 컬렉션이 있으며, 인물 홈페이지에서는 타인의

작품·연구관계형 기록과 인물의 기관 밖 활동 기록을 관리하고 있다. 그

러나 세 개의 컬렉션을 독립적으로 관리한다면 중복수집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초래할 수 있고 컬렉션 간 서로 부족한 유형을 보완하는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관리방안이 필요

하다. 또한 같은 유형 수집에 있어서도 다차원적인 인물정보 복원을 목

표로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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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제연구를 위한 기록화

특정주제와의 관련성에 집중하여 구축한 아카이브는 수집대상 개개인

에 대한 연구보다는 기록물을 통하여 표현되는 공통적인 주제가 중요한

가치이다. 아카이브 구축을 통하여 문화적 활용가치를 얻을 수 있는 가

장 대표적인 주제가 바로 ‘지역 특성’이다. 이러한 아카이브는 지역의 특

성과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과 함께 그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

아낼 수 있는 문화자원의 발굴이 목적이다.

경기도 메모리 ‘e-추억상자’ 사업은 경기도의 특성을 기록하기 위하여

경기도민 개개인의 일상을 주제로 가치있는 개인기록물을 보존한다. ‘e-

추억상자’는 경기도민의 개인기록들을 모아 생생한 지역사 재현을 취지

로 하며, 일기장, 가족사진, 편지, 가계부, 각종 스크랩 등 개인의 일상생

활 기록들의 가치에 주목하여 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서 구축한 아카이브

이다.([그림 7] 참조)

[그림 7] 경기도 메모리 ‘e-추억상자’ 소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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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영역 내용 관련 유형

1 역사/행정
경기도 역사와 관련한 자료 및

업무계획서 등 개인 생산기록물

- 개인수집형

(기관 행정기록)

2 학창시절

학교과정 중 생산한 표어,

포스터, 상장, 학급문고, 신문 등

교육 관련자료

- 자기활동형

(기관·단체활동형

일상·생애활동형)

3 일상생활

일기, 메모, 편지묶음, 가계부,

사진자료 등 각종 개인 생산

기록물

- 자기활동형

(일상·생애활동형)

4 취미/수집

우표 및 엽서 수집 및 스크랩북

등 개인이 수집하고 있는

수집자료물

- 개인수집형

5 개인창작
수필, 자서전, 칼럼 자료 등

개인이 집필한 생산기록물

- 자기활동형

(작품·연구활동형

일상·생애활동형)

기록물의 소유권과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와 관련된 개인이라면

누구나 기증에 참여할 수 있고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해당되는 개인기

록물을 기증받아 경기도의 일상을 기록하고 있다. [표 9]는 5개 영역과

각 영역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보관해오던 기록

물을 주제분류에 의하여 기증받는 방식이다. 기증 신청한 기록물 중 심

사를 거쳐 선별된 기록물은 디지털 사본으로 제작하여 경기도 생활기록

자료로 영구보존되며 경기도메모리 홈페이지를 통하여 서비스된다.53)

[표 9] 경기도 메모리 ‘e-추억상자’ 수집영역

[표 9]의 수집영역을 기준으로 분류한 수집된 기록물은 주제별, 생산자

별 검색도구를 통하여 제공되고 있다.([그림 8] 참조)

53) 경기도 메모리 홈페이지.

<http://www.library.kr/memory/ememory_intr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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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경기도 메모리 ‘e-추억상자’ 검색도구

또한 경기도 메모리 베타버전 사이트에서는 ‘e-추억상자’에서 수집된

기록물을 지역, 시대, 시기, 생산자, 원본소장처, 자료 형태로 분류하여

검색도구를 지원하고 있다.([그림 9] 참조)54)

[그림 9] 경기도 메모리 ‘e-추억상자’ 검색도구 (베타버전)

54) 경기도 메모리 홈페이지 (베타버전).

<http://beta.library.kr/konan-search?collection=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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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와 공동체 특성 기록화에 중점을 둔 다른 지역아카이브나 도

시기록프로젝트 아카이브와는 달리 지역민 개개인이 생산하거나 수집한

기록물을 아카이브로 만든다는 점에서 ‘지역’, ‘일상’이라는 특정주제를

표현하는 개인아카이브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수집영역 중 ‘역사/행

정’ 영역에는 개인이 수집한 공공기관 행정기록이 큰 비중으로 포함되어

있어 경기도의 기억 재현에 민간인을 참여시킨 취지가 잘 드러나지 않는

다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경기도에서 일어났던 주요 변화나 사건, 그동

안 교육, 문화, 복지분야 등에서 시행되었던 각종 사업이나 행사에 참여

하였던 개인이 생산한 사회·사건관계형, 일상 및 기관·단체 활동형, 사적

관계형 기록 등을 대상으로 한다면 아카이브 내용이 더욱 다양해질 것이

다.

경기도의 모습을 5가지 주제로 영역을 나누고 기증자에게 수집범위를

안내함으로써 주제 관련 기록물이 원활하게 기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수집방식은 개개인의 생생한 기록 수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문화콘텐츠로의 활용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수집범위의 설정과 활동계획이 선행되어야하기 때문

이다. 다만 주제영역별 대표 유형 위주의 한정적 수집이 되지 않도록 하

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수집영역에서 알 수 있는 주제분류가 ‘경기도’라

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주제영역이 반복적 일상

재현을 위한 것에 그친다면 아카이브 구축 취지를 만족시킬 수 없다. 기

록하고자 하는 지역의 사회문화를 기록화하는 것에 최적화된 주제영역

구분의 설정이 수집계획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인물아카이브가 생

애주기 분석을 통하여 관련 유형 기록의 수집정보를 파악하고 수집 가능

한 기록을 예측하듯이, 다양한 시각에서 기록하고자 하는 주제를 분석한

후 주제를 대표하는 주제어를 파악하여 수집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경기도 메모리’는 경기도와 관련된 역사, 문화 및 행정자료 등 지역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및 시·군의 공공기관에서 발간한 자료를

대상으로 디지털화하여 서비스하고자 시작된 사업으로 보존 및 이용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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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협력기관 내용

행정기관
경기도 및 도내 31개 시·군청 187개

공공도서관

행정, 홍보 관련

보고서 등

공공기관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사이버도서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복지재단

문화, 역사 관련

보고서 등

문화기관
한국문화원 경기도지회 및

31개 시ㆍ군 문화원

문화, 향토 관련

역사자료 등

민간 단체 및 개인
지역자료, 보고서,

개인기록물

가 있는 자료, 경기도 지역자원으로서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 정보자료의

DB 구축이 목표이다. 가장 큰 특징은 행정기관, 공공기관, 문화기관, 민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인데, ‘e-추억상자’가 민간을 통한 수집

역할을 하고 있다.([표 10] 참조)

[표 10] 경기도 메모리 DB 구축 협력기관55)

‘e-추억상자’가 갖는 의미가 공공영역에서 획득할 수 없는 지역사료를

민간과 협력하여 수집하는 것이라면 일기, 수업노트 등 한정된 기증기록

물 수집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대표성을 가지는 주제어와 표본집단을

선정하고 다양한 내용과 형태로 생산된 기록을 유형별 균형있게 발굴하

여 수집한다면 내실있는 주제아카이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e-추억상자’와 같은 주제연구 개인아카이브는 수동적인 수집에만

의존해왔던 것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정보를 복원하고 의미를 해석하

기 위한 기록생산 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기록생산 활동은 무형의 정

보를 유형의 기록매체로 남기는 작업이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인정받

55) 경기도 메모리 홈페이지 사업소개.

<http://www.library.kr/memory/busines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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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인물의 관련 기록은 상대적으로 많은 수량과 종류로 활발히 생산되어

보존되어 왔지만 공통주제와 관련된 보통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아

카이브는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

다. 관련자와의 면담을 통한 구술영상기록 채록을 대표적인 기록생산 활

동의 예로 들 수 있다.

구술기록 채록은 기록으로 남길 수 없었던 사실과 관련된 사람들의 기

억을 획득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56) 사회적으로 소외된 집단이

억압된 상황에서 경험한 사실은 기록으로 남겨지지 못하거나 현존하는

관련 기록이 있더라도 주류 집단의 왜곡된 시각이 반영된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기록화를 지향하는 사회·사건관계형 기록 수집에 주로 활용되

는 방식이다.

그러나 특정 지역아카이브에도 스토리텔링 콘텐츠가 각광받으면서 지

역의 변화와 사건을 중심으로 구술기록 채록과 영상 제작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구술자의 몸짓, 억양, 표정 등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요

소도 구술만큼 중요한 기록화 대상이 됨에 따라 ‘구술영상기록’이라는 개

념이 사용되기도 한다.

현재 ‘e-추억상자’와는 별도로 경기도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담은 사

진아카이브, 경기도민의 삶과 기억을 재조명하는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구축하여 함께 서비스하고 있지만, 좀 더 다양한 주제로 심층적인 면담

을 수행하여 생산한 구술기록 수집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일상 외에도

경기도에서 일어난 중요 사건이나 사회변화를 주제로 체계적인 구술영상

기록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다양한 저장매체를 이

용한 미디어 자료 생산과 수집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

위의 사례는 일상생활기록을 계획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기증프로

그램 절차를 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지역특성을 대표할

56) “구술기록은 구술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연구 이용의 목적으로 역사적 사건이나 경험

에 대한 개인의 회상을 인터뷰 형식으로 기록한 것이며 그 매체의 유형은 오디오, 비

디오, 필사 등의 형태로 정의할 수 있다.” (이화은, 「구술기록의 기술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전공 석사학위논문, 2009,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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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아카이브 구축을 위하여 사전에 주제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며,

남아있는 수량과 종류가 많지 않은 일반인들의 기록을 남기는 과정에서

부족한 맥락을 채워줄 적극적인 기록수집과 생산 활동이 병행되어야 하

는 과제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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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개인기록의 기록화 방안

제 1 절 수집정책 수립

기록화 목적에 따른 개인아카이브 사례는 한정된 범위와 유형의 기록

수집에서 다양한 관련 기록 수집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

다. 인물연구 개인아카이브의 예로 들었던 ‘한경직 컬렉션’은 수집·관리

주체가 분산되어 수집기록의 수량뿐만 아니라 유형이나 형태에 있어서도

수집주체별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 또한 유사한 기록정보 자료들이 필

요 이상으로 수집되고 있어 유형별 균형있는 수집과 컬렉션별 부족한 기

록정보 자료를 서로 보완하여 접근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이 요구된다.

‘e-추억상자’와 같이 일상생활자료를 수집하는 아카이브도 일반적으로 생

각할 수 있는 한정적인 유형과 종류의 기록 수집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

에서 수집대상 지역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기록화 전략과 부족한 맥락을

보완하기 위한 기록 생산활동이 필요하다.

사례 분석에서 알 수 있는 향후 인물이나 주제 관련 개인아카이브 구

축에 반영되어야 하는 기록화 활동은 사전에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구

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실현가능하다. 따라서 한정된 자원으로 인물과 주

제를 다각적으로 표현하는 개인아카이브를 위한 계획적인 수집활동의 근

거가 되는 수집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1. 수집정책의 역할과 구성요소

본격적으로 수집활동을 수행하기 전에 개인기록이 가지는 기록학적 연

구가치를 살펴보고 명확하고 구체적인 수집정책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아

카이브의 목적에 맞는 증거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 우연

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여러 유형이 균형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결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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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인 아카이브 구축 방안의 첫 단계로 수집대상, 범위 등을 고려한 성

문화를 들 수 있다.

수집의 일차적 목표는 기록물을 발굴하여 기존 소장물과의 유기적인

컬렉션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용자들에게 기록이 지닌 다양한 정

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러한 수집 행위는 한정된 자원을 바탕으로 하

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수집해야 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결국 수집기관이 직면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57)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관과 수집기록의 특성을 고려한 수집정책이 필요하다.

수집정책은 수집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성문화한 문서로서 수집활

동을 일관되게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침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58)

수집정책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첫째, 조직의 사명, 수집 대상,

이용 가능한 대상 등 다양한 점을 명시하여 기관의 정체성과 특성을 밝

히는 데 가장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기관의 평가, 선별

결정에 기준을 제시해줌으로써 처분 결정에 대한 윤리적 근거를 마련하

고, 제한된 자원으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수집을 가능하게 한다. 셋째,

잠재적 수집 집단의 보유 기록물 기증을 유도하는 데 도움을 준다. 넷째,

수집 제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원하지 않는 기록물을 거절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 다섯째, 다른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활용함으로써 중복

수집으로 인한 불필요한 노력이나 타 기관과의 소모적인 경쟁, 예산 낭

비를 피할 수 있다.59)

수집정책은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서 만들어져야 하지만 수집정책에 공

통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있다. 햄(Ham)은 보존소 사명

및 목적에 대한 진술문, 수집 범위와 우선순위에 관한 분야별 설계, 수집

지침과 제한, 타보존소 혹은 다른 기록물 소장자와의 협력 유형, 처분진

57) 조용성, 「구술기록의 수집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

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p.28.

58) “수집정책(collection/acquisition policy)은 특정 보존소가 수집범위를 결정하고 수집

해야 할 자료의 주제와 형식을 구체화하기 위해 준비한 서면 진술이다.” (오항녕 편

역, 『기록학의 평가론』, 서울: 진리탐구, 2005, p.233.)

59) 조용성, 위의 논문, p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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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문, 정책을 모니터하고 업데이트하는 절차를 수집정책의 구성요소로

보았다.60)

필립스(Phillips)는 기록물 수집계획을 세우기 전 기록물 수집의 목적

기술, 수집 프로그램, 수집 수혜자, 기록물 기증자 확보, 수집의 우선순위

와 제한사항, 기관 간의 협력과 정보자원 공유, 기증자 동의, 기증 세부

지침, 기록물 처분정책, 기록물의 이관 및 이용에 관한 지침 마련이 필요

하다고 하였다.61)

수집정책이 체계적인 기록 수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 선별과정

의 결과를 객관적 시각에서 평가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 역할을 하기 위

해서는 기관의 목적(사명), 수집범위, 우선순위 및 제한사항, 타 기관과의

협력과 기증자와의 협의사항, 이용에 관한 세부 수집지침, 처분관련 사항

등이 기본요소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60) Gerald F. Ham, 위의 책, pp.39-55.

61) Faye Phillips, “Developing Collecting Policies for Manuscript Collections”,

American Archivist 47(1), 1984, pp.30-42.



- 66 -

2. 개인아카이브의 수집정책 수립

수집정책에서 대상, 범위,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것은 가치있는 아카

이브 형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수집정책 요소가 기관 특성에 따

른 아카이브 구축목적을 반영하는 것은 만족스러운 기록화 결과를 가져

오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이다. 그리고 수집정책 요소는 개인기록

의 기록학적 가치를 토대로 결정하여야 한다. 기록의 내재적 가치에 근

거하여 어떤 기록을 선별하여 수집할 것인가의 문제는 의도적인 수집과

생성에 의하여 형성된 아카이브가 등장하면서부터 중요한 쟁점이었다.

현대 기록학에서 기록의 선별·평가는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분야이자

아키비스트의 핵심적인 역할로 인식되고 있으며, 기록 선별을 위한 중요

한 개념적 틀이 된다.62)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 여러 기록학자들에 의

하여 제안된 이론은 개인기록의 선별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그 동안 제

안되었던 이론들이 다룬 기록의 가치판단 기준을 파악해보고 개인기록

수집에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개인기록은 쉘렌버그(Schellenberg)가 말하는 2차적 가치인 증거적 가

치와 정보적 가치를 가진다. 해당 개인이 연구가치가 있는 공인(公人),

준공인(準公人)의 신분이거나 주제와 관련된 사인(私人)일 경우 관련 개

인기록은 역사적으로 증거적 가치와 정보적 가치가 인정되어 아카이브를

형성하게 된다.63)

62) “기록 평가 선별이란 생산된 ‘기록(records)’ 중에서 만들어진 직접적인 목적을 넘어

서 계속적으로 가치를 갖는 ‘기록(archives)’을 가려내는 일이다.” (이승억, “기록 평가

선별 결정 요인으로서의 기록 특성·가치·맥락”, 『조선총독부 도시계획 공문서와 기록

평가론』,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엮음, 서울: 진리탐구, 2008, p.341.)

63) 쉘렌버그는 기록가치를 ‘1차적 가치’, ‘2차적 가치’로 구분했다. ‘1차적 가치’는 기록물

생산자에게 유용한 가치이고, ‘2차적 가치’는 기록물 생산자 이외의 사람들에게 유용

한 가치이다. ‘1차적 가치’에는 행정적 가치, 법적 가치, 재정적 가치가 있다. ‘1차적

가치’는 활동이 종결되었을 때 상실되며, 일부 기록물이 갖게 되는 2차적 가치가 기록

평가자인 아키비스트의 주요 관심사이다. 2차적 가치는 ‘증거적 가치’와 ‘정보적 가치’

로 구분되는데, ‘증거적 가치’는 역사적인 의미에서의 증거와 관련된 개념으로 기록을

생산한 개인이나 단체의 조직, 기능, 정책, 결정, 절차, 운영을 비롯한 여러 활동의 증

거로서 정보가 갖는 가치이다. ‘정보적 가치’는 증거적 가치보다 범위가 넓고, 광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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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Cook)은 주로 조직형 기록관에서의 제도화된 평가·선별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가치의 측면에서 보면 증거로서의 가치보다 내용에서 포착

될 수 있는 정보적 가치를 선별·평가의 주요 요인으로 간주한 것이다.64)

그러나 기관의 설립자 또는 주요 활동 인물아카이브는 조직의 활동 증거

이자 그 자체로 기관의 존재가치를 증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제도

화된 절차에 의하여 모기관에 보관되어 이관된 개인기록도 수집할 가치

가 있다.

붐스(Booms)는 기록은 사회의 투영으로서 실재하는 것이라고 보았고

남은 기록은 동시대인이 인정한 가치를 반영함으로써 동시대를 이해하기

위한 매개가 된다고 하였다.65) 또한 퓌쉬벤(Fishbein)은 역사 연구경향에

따라 아키비스트들이 지속적으로 평가 정책을 재검토해야함을 주장하였

다.66) 붐스의 견해에 따르면 사회현상과 관련된 개인기록물 집합인 특정

주제 관련 개인아카이브는 의미를 가지며 이러한 가치를 선별기준으로

하는 수집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퓌쉬벤(Fishbein) 등 많은 학자들이

주장한 역사적 연구가치는 개인기록이 가지는 주요 가치이다. 따라서 역

사복원의 관점에서 연구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사료를 선별하여야 할 것

이다.

위에서 언급된 기록의 가치를 개인아카이브 선별 수집에 적용하면 개

인의 활동과 관련된 증거적·정보적 가치, 기관 존재가치, 사회상을 대표

한 도큐멘테이션을 위해 필요한 기록물의 유용성과 관련이 있다. (Gerald F. Ham, 위

의 책, pp.23-25.)

64) 쿡은 기록관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 선별 훈련이 행정적, 제도적, 법적 연혁

을 가르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평가 선별에서 기록 생산부서의 제도나 역사에

관한 기록을 우선적으로 보존하도록 선별하게 만든다고 하였다. (Michael Cook, The

Management of Information from Archives, Brookfield, Vt.: Gower, 1999, p.79.)
65) 붐스는 평가 선별 작업을 통해 구성된 기록에는 개인과 집단 그리고 조직 등의 요소

가 복잡하게 혼합된 전체로서 사회의 이미지가 담겨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Hans

Booms, “Society and the Formation of a Documentary Heritage : Issues in the

Appraisal of Archival Sources”, Archivaria 24, 1987, pp.69-107.)
66) 상당수 아키비스트들은 현재와 미래의 역사연구를 위해 필요한 기록물의 효용성이

가장 중요한 선별기준이라고 주장했다. (Meyer H. Fishbein, “A Viewpoint on

Appraisal of National Records”, American Archivist 33, 1970, p.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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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브

유형

기관 사명

및 목적
아카이브 구축목적 수집대상

인물연구

개인아카이브

모(母)기관

(단체)의

설립 취지와

이념 실현

기관(단체) 또는 상위

아카이브의 역사,

활동내력의 기록화

기관(단체)

설립자, 주요

활동 인물의

개인기록

특정인물의

업적과 활동

조명

역사적·사회적·문화적

·학술적 업적이 있는

인물의 기록화

역사인물,

사회저명인사의

개인기록

작가, 학자 등의

개인기록

주제연구

개인아카이브

특정주제

관련 역사

복원

특정주제와 관계있는

다수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록화

특정시대 및

사건이나 현상,

신분 등

특정주제와

관계있는 집단의

개인기록물

일상생활사

연구

특정지역의 특성과

공동체 생활을

반영하는 일상세계

기록화

일상생활 관련

집단의

개인기록물

하는 가치, 역사복원의 가치 등이 선별기준이 된다. 선별기준을 토대로

수집기관의 목표 및 활용 목적, 개인기록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본요소를

문서화할 때 특별히 살펴보아야 할 것은 수집대상과 범위일 것이다. 개

인아카이브의 기관 사명 및 목적, 기록학적 가치에 비추어 아카이브 구

축목적을 설정해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집대상을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표 11] 개인아카이브의 수집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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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물을 연구하는 개인아카이브의 기록화 목적은 일반적, 추상적이

고, 수집대상은 개별적, 구체적인 특성을 지닌다. 반면, 특정주제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아카이브의 기록화 목적은 개별적, 구체적이고, 수집

대상은 일반적, 추상적이다. [표 11]에서의 기관 사명 및 목적은 수집대상

선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기관 사명 및 목적은 아카이브 관리

주체의 존재이유와 기록화 행위의 취지를 성문화한 것으로서 인물연구

아카이브는 이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인물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주

제연구 아카이브는 주제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표본집단을

조사하여 선정한다.

개인기록은 강제성, 목적성을 동반하지 않고 사적이며 의도적이지 않

은 행동의 결과가 우연히 기록되고 임의로 선별 및 보존된다. 이는 개인

의 특성과 기록 환경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생산된 기록들도 일

부만 현존하거나 소장정보를 알 수 없어 많은 양의 기록을 확보하기 어

려운 경우가 많다. 반대로 기존 소장기록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기록들이

큰 비중으로 수집되어 소장 컬렉션 분석을 토대로 부족한 기록의 전략적

인 발굴 계획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든 기증받은 개인기록물

은 나름의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하나의 크고 작은 컬렉션으로 관리 및

서비스되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발굴하여 수집하여야 하는 기록과 기존

기록을 보완하는 기록을 선정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개인아카이브 목적

이 반영된 수집대상별 수집범위와 우선순위를 정리하면 [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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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브

유형
수집대상 수집범위 우선순위

인물연구

개인아카이브

기관(단체)

설립자,

주요 활동

인물의

개인기록

자기

관계형

사적관계형

1. 기관·단체활동형

2. 일상·생애활동형

3. 사회·사건관계형

4. 1～3번 기록의

정보를 보완해줄

수 있는 관계형

사회·사건

관계형

자기

활동형

기관·단체

활동형

일상·생애

활동형

타인

관계형
사적관계형

역사인물,

사회저명인

사의

개인기록

자기

관계형

사적관계형

1. 사회·사건관계형

2. 기관·단체활동형

3. 일상·생애활동형

4. 1～3번 기록의

정보를 보완해줄

수 있는 관계형

사회·사건

관계형

자기

활동형

기관·단체

활동형

일상·생애

활동형

타인

관계형
사적관계형

문학작가,

예술가,

학자 등의

개인기록

자기

관계형

사적관계형

1. 작품·연구활동형

2. 일상·생애활동형

3. 1, 2번 기록의

정보를 보완해줄

수 있는 관계형

사회·사건

관계형

자기

활동형

작품·연구

활동형

일상·생애

활동형

타인

관계형

사적관계형

작품·연구

관계형

[표 12] 개인아카이브의 수집범위와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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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연구

개인아카이브

특정 시대,

사건이나

현상,

신분과

관계있는

다수

개인들의

집단기록

자기

관계형

사적관계형

1. 사회·사건관계형

2. 개인 및 타인의

사적관계형

3. 일상·생애활동형

사회·사건

관계형

자기

활동형

일상·생애

활동형

타인

관계형
사적관계형

일상생활

관련

개인기록

자기

관계형
사적관계형

1. 일상·생애활동형

2. 개인 및 타인의

사적관계형

자기

활동형

일상·생애

활동형

타인

관계형
사적관계형

인물연구 개인아카이브는 사회구성원이자 특정신분을 가진 개인과 소

속 사회 및 공동체 사이의 상호작용, 비공식적 사적 활동, 일상의 모습,

주변인과의 사적관계, 타인의 기념활동의 결과물 등 모두를 수집범위로

한다. 그러나 삶 전체 가운데 집중적으로 재현하고자 하는 부분에 따라

범위와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주제연구 개인아카이브는 하나의 주제를 연구하기 위해 개인기록물을

조직한 것으로, 어느 한 개인기록의 가치에 주목하기 보다는 여러 개인

기록들을 조직하여 그 속에서 공통점과 시사점을 찾기 때문에 수집범위

는 해당 주제와 관련된 특정 유형의 기록을 집중적으로 수집한다. 예를

들어 기관이나 단체의 역사를 다루는 아카이브는 기관·단체활동형 기록

이, 사회현상과 사건 관련 아카이브는 사회·사건관계형 기록이, 시대와

계층을 대상으로 미시사 복원을 위한 사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아카이

브는 사회·사건관계형, 사적관계형 기록이, 일상을 주제로 하는 아카이브

는 일상·생애활동형 기록이 중심이 된다. 따라서 특정주제와 관련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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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기록을 최우선으로 수집하되 나머지 유형의 기록을 수집하여 정보

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좁은 범위를 깊이 있게 수집하는 것이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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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수집활동과 관리

수집활동이란 수집정책 수립 후 아카이브 구축에 필요한 구체적인 실

천방안을 마련하는 전 과정을 말한다. 수집정책에 수집대상, 수집범위와

유형별 우선순위를 반영하였다면 이러한 수집정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지금까지 다루었던 유형별 개인기록의 특성에 비

추어 세워야 한다.

여러 매뉴스크립트 보존소와 기록관리기관에서 개인아카이브 구축과

관련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효과적인 조직과 관리에 대한 논

의없이 기증에만 의존하여 입수한 기록들을 단순한 정리방식으로 집적한

다면 의미있는 기록화를 수행할 수 없다. 활용가치가 내재된 의미있는

정보를 담고 있는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형의 기록을 수

집하기 위한 활동, 조직 및 관리 방안을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1. 유형에 따른 수집활동

수집활동의 첫 단계는 사전조사와 기존 소장기록물 분석이다. 본격적

으로 수집하기에 앞서 ‘인물’을 기록할 때는 부각시키고자 하는 영역과

기록의 유형을 파악하는 절차에서부터 시작하며 이를 위하여 인물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주제’를 기록할 때는 대상주제를 재현하기 위한

세부 주제어와 표본집단을 파악한다. 그리고 소장기록물을 분석할 때 이

러한 사전조사 내용을 참고하여 부족한 유형과 정보 결락을 보완할 수

있는 유형의 기록을 수집한다.

인물연구를 위한 기록화의 경우 사전에 인물의 생애, 활동, 관계, 소속

기관이나 단체 등 다각적인 인물조사가 요구되는데, 이는 수집범위에 해

당하는 특정 개인사의 발생시점, 관계, 사회와 조직과의 연관성 등을 파

악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수집기록이 확인되면 주요 기록의 정보 결락

을 보완하기 위하여 여러 유형의 개인기록을 함께 발굴하여 수집하는 것

이 필요하다. 예컨대 ‘한경직 컬렉션’은 대상이 영락교회라는 기관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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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자이자 기관의 활동이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적으로 저명한 성

직자이기에 개인아카이브가 구축되어 운영된다. 따라서 교회역사와 시공

간을 함께하는 생애사 관련 기록이나 당시의 시대상 및 주변인과의 관계

관련 기록 등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상주제의 세부 주제어 파악은 역사적 사건이나 사회현상의 실체적

재현과 같은 집합기억으로서의 개인기록 수집에 중요하다. 주제연구 개

인아카이브는 ‘e-추억상자’를 예로 들었을 때 ‘경기도’라는 ‘지역의 특성’

혹은 ‘지역의 일상’을 대표할 수 있는 세부 주제어를 분류기준으로 하여

다수 관련 개인기록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부 주제어로는

사전조사를 통하여 경기도 시·군구별 주요 사건, 대표 음식이나 명소, 문

화, 일상 등과 관련된 키워드를 다양하게 선정할 수 있다. 또한 세부 주

제와 관련된 표본집단을 조사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개인기록 기증을 유

도하는 한편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도 효과적인 기록화 방법

이 된다.

사전조사를 수행하고 소장기록물을 분석하여 필요한 기록의 중요 정보

를 얻은 후에는 유형별 기록의 수집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현재 구축

된 개인아카이브 구성기록을 보면 특정 유형 기록에 치우쳐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통하여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수집활동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정보를 내포하는 개인아카이브 형성은 여러 유형의 발굴과

집적을 통해 가능하므로 유형별 차별화된 수집방식을 검토해보아야 한

다.

관계형 기록은 생산주체와 관계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다

는 것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본인의 사적관계형 기록은 상당수

일상생활 과정에서 생산되지만, 기관(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작품창

작이나 연구활동 과정에서도 자연스럽게 축적되는 기록이다. 따라서 수

집대상 개인의 일상생활을 포함한 여러 영역에서 획득될 가능성을 염두

해두고 소재를 파악한다. 타인이 생산한 사적관계형 기록은 비교적 명확

한 생산의도를 가지고 타인이 직접 기록하거나 개인이 기록했던 정보자

료를 새로운 질서로 편집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타인의 시각에서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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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을 제공한다. 이러한 타인의 사적관계형 기록의 소재는 인물의 관계

정보를 활용하여 파악해볼 수 있으며 편지나 형상기록물과 같은 기록은

정확한 관계정보가 있는 것을 최우선으로 선별하여야 한다. 사회, 사건과

의 관계 기록은 직접 경험자를 중심으로 간접 관련자를 통한 수집방향을

고려해볼 수 있다.

활동형 기록은 사적인 개인사를 포괄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어 가장 큰

범주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인물 기록화는 생애와 활동을 이해하고

재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특정주제 기록화는 해당 주제를 명확히 나타내

는 표본집단 구성원들의 관련 기억과 활동 복원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

서 인물이나 특정주제 기록화 목적을 충족하는 대표적인 개인기록의 유

형은 활동형이다. 사회, 조직, 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활동형 기록은

다른 유형의 기록보다 사전조사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구체

적인 수집활동 계획을 세울 때 정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수집대상과 범위 선정 못지않게 아카이브 관리형태도 수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기관 아카이브형으로 운영될 경우 큰 규모의

특화된 개인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균형있는 유형별 구성

이 요구된다. 기관 소장 개인컬렉션형의 경우 다른 매뉴스크립트와 함께

조직되었을 때 아카이브 목적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는 유형의 개인기록

을 수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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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과 관리

대부분의 아카이브는 출처, 내용, 물리적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정

리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이와 같은 분류와 정리는 일반적인 조직 방식

으로 개인아카이브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영구보존가치가 있는 업무기록

물을 이관하여 구축한 아카이브와 여러 출처로부터 수집한 매뉴스크립트

는 입수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아카이브가 기능별, 계층별로 정리되는 반

면, 매뉴스크립트는 컬렉션 단위로 정리된다. 매뉴스크립트 또한 기록 관

리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출처에 따른 정리를 따르고 있지만 개인기록

컬렉션들을 조직하여 관리할 때의 출처는 기록 생산기관이 아니라 기록

생산자를 의미한다.67) 그리고 이 때 생산자를 본인과 타인으로 구분하지

않고 조직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기록 유형화에 생산주체를 일차적인 기준으로 한 것은 그만큼 생

산자 정보가 기록의 중요한 속성이기 때문이다. 생산자가 출처가 되고

같은 출처의 기록군을 내용과 형태로 구분하는 것은 개인아카이브 구축

에 효과적인 정리절차이다. 실제로 인물연구 개인아카이브에서는 생산자

를 기준으로 컬렉션이 정리되고 있다. 심지어 생산자 정보보다 기록내용

이 더 중요한 맥락이 되는 주제연구 개인아카이브의 개인기록물까지도

생산자 조건의 검색도구를 함께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사례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개인아카이브는 단적인 사실을 제공하는 매뉴스크립트가 아니

라 개인과 관련된 기록집합이기 때문에 복잡한 개인사를 표현하기에는

출처에 의한 정리만으로는 부족하다. 단순히 출처나 형태, 종류에 의해

정리하고 기술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개인기록의 중요한 형성맥락인

‘관계’, ‘활동’, ‘수집’을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접근하도록 조직하

는 것이 필요하다. 기록과 기록을 연결해주는 맥락은 인물연구 개인아카

이브의 경우 한 인물의 개인사에 드러난 주변인이나 사회·사건과의 ‘관

계’, 기관(단체), 작품창작이나 연구수행, 일상에서의 ‘활동’이 될 것이다.

67) 이혜영, 『기록조직론』, 서울: 선인, 2013, pp.7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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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주제연구 개인아카이브의 경우는 주제와 ‘관계’가 있는 집단 구성

원의 특정주제를 내용으로 하는 ‘활동’이 될 것이다. 또한 출처의 의미를

해당 인물 본인으로만 해석하고 타자화된 기록에서도 중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한 채 연관성에 대한 분석 없이 단순히 함께 관리하

는 것은 중요 맥락을 놓칠 수 있다.

‘수집’이라는 맥락도 개인아카이브에서는 중요하다. 생산자와 수집자를

분리하고 자기기록과 타인기록을 구분하여 생산자와 수집자의 기록형성

에 대한 배경정보, 본인과 타인 사이의 관계정보도 정리와 기술을 위한

중요 정보라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아카이브 구축목적에 따라 계획적인 수집활동에 의하여 생성된 기관수

집형은 기관 특성이 아카이브의 특성과 활용, 관리와 운영방식에 영향을

준다. 반면 개인수집형 기록물의 수집주체는 기관에 수집물을 기증하여

기관 아카이브나 기관의 소규모 컬렉션을 이루는 기록물 제공자가 되며

자기기록의 생산자일 수도 있고 기록물 형성에만 영향을 준 수집자일 수

도 있다. 개인수집형 기록물을 기관에서 수집하는 경우 기증자에게서 기

록물 원질서 및 수집 경위에 대한 정보를 얻음으로써 수집된 기록물 정

리에 참고할만한 맥락정보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기적인 관계가 파악될 수 있도

록 조직하고, 한경직 컬렉션과 같이 여러 컬렉션들이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을 경우 컬렉션들 사이의 연결과 보완도 필요하다. 즉 한정된 기록의

중복수집으로 구축된 다수 컬렉션들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결락을

보완할 수 있는 유형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되 컬렉션별로 부족한 기록정

보 자료를 연결하여 하나의 정보도 여러 맥락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

는 통합적 조직과 관리가 요구된다.

이 밖에 개인의 비공식적인 사회활동, 사적 활동과 관련된 사실을 내

용으로 하는 개인기록은 소유권자 탐색 후 기증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도

기록정보 자료에 대한 저작권, 개인정보 포함 여부, 처분 등 협의와 사전

안내가 필요한 복잡한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분쟁의 소지가 없

는 기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관리방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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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개인기록은 사적 활동의 결과물이자 연구가치가 있는 개인사와 관련된

증거이다. 개인의 반복된 일상과 자아실현의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이기

때문에 관리절차가 제도화된 공공기록과 비교했을 때 체계적인 기록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개인의 삶을 재조명하는 일차적 가치에 근거하여

특정인물을 주제로 하는 개인아카이브의 개념이 생겨나면서 개인기록이

수집대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지만, 점차 시대와 사회, 공동체의 성격

과 변화 등을 포착할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서의 폭넓은 연구적 가치가

주목받으면서 더 체계적인 기록화가 요구되고 있다.

수많은 개인들이 다양한 경로와 형태로 생산한 기록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고유의 특성을 고려한 여러 쟁점들이 논의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범주와 유형, 형성 양상, 전략적인 수집에 대한 고찰은 활발히 이루어

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관련 이론 정립은 미흡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화두로 개인기록 유형 분석과 기록화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앞서 수행되었던 개인기록의 관한 연구가 개인아카이브의 특성 및 유

형을 분석하고 매뉴스크립트 관리 사례를 참고하여 수집, 정리와 기술,

관리 등을 주제로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개인기

록을 생산주체와 생산맥락, 수집주체와 관리형태에 따른 특성에 입각하

여 유형화하고 효과적인 기록화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아카이브가 형성되기까지 생산주체, 개인기록, 개인기록보존소 사이의

상호작용을 분석해보면 ‘관계’, ‘활동’, ‘수집’이라는 맥락이 개인기록 형성

에 주요하게 작용함에 따라 관계형, 활동형, 수집형으로 범주를 구분한

후 세부 유형을 제시하였다.

기록 생산주체를 기록화 대상과의 일치여부에 따라 ‘자기’와 ‘타인’으로

나누고, 생산단계에서의 ‘관계’, ‘활동’이라는 맥락과 해당 맥락의 성격에

근거하여 자기관계형(사적관계형, 사회·사건관계형), 자기활동형(기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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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활동형, 작품·연구활동형, 일상·생애활동형), 타인관계형(사적관계형, 작

품·연구관계형)으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수집’이라는 맥락에

주목하여 수집주체를 기준으로 개인수집형, 기관수집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관수집형에는 수집기관의 관리형태에 따라 기관 아카이브형,

기관 소장 개인컬렉션형이 있다. 유형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과

주변인, 환경 사이의 관계, 활동의 내용, 수집주체와 관리형태의 특성은

유형을 결정하는 속성이면서 기록화에 있어서 어떠한 접근방식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기록물 관리가 다양한 주체에 의해 이루어지면서 현재 인물기념관, 기

관 자료실, 매뉴스크립트 보존소 등을 중심으로 개인아카이브가 구축되

고 있지만, 대부분 기증에 의존하여 컬렉션을 구성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유형화에 따른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기록화에 관한 연구

는 의미가 있으며, 실제로 공유와 활용을 전제로 수집되는 개인아카이브

의 기록화는 기관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관의 개인아카

이브 구축 방안을 모색하였다.

개인기록을 수집·관리하는 여러 기관 사례를 통하여 아카이브 구축목

적을 크게 인물연구와 주제연구로 파악해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록화

방안을 제언하기 위하여 목적별 사례를 살펴보았다. 인물연구를 위한 기

록화 사례로 영락교회 설립자이자 신학자로 활동하였던 한경직의 컬렉션

을 분석한 결과, 한경직 아카이브를 구축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효과적인

방안을 생각해보았다.

분석대상은 영락교회에서 운영하는 역사자료실, 한경직 목사 기념도서

관, 한경직 홈페이지이다. 교회 설립자인 한경직의 개인기록은 기관 구성

원들에게 중요 공유자원이 된다. 그러나 한경직은 기관 설립자 외에도

종교 지도자, 신학자, 교육자 등 다양하게 접근이 가능한 인물이다. 따라

서 인물을 다각적으로 고찰하여 관련된 유형의 기록을 수집해야 생애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특정인물의 객관적인 기록화

는 타자화된 기록까지 포괄적으로 수집하여 유형별 균형있는 아카이브를

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몇 가지 유형의 소규모 컬렉션으로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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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는 것보다 유기적 관계를 바탕으로 기록들을 조직하여 컬렉션들을

통합 관리하였을 때 복잡한 인물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을 것이다.

주제연구 개인아카이브는 공통 주제를 표현하는 다수 개인들의 개인기

록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지역 특성’을 주제로 하는

아카이브 구축 사례가 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경기도 메모리 ‘e-추억상

자’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하나의 주제에 집중하여 다양한 내

용과 형식으로 생산된 기록정보 자료를 폭넓게 획득하기 위한 방안을 모

색하였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단편적인 주제영역을 설정한 후 해당되는

몇 가지 종류의 기록들을 한정적으로 수집하기보다는 특정주제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즉 아카이브가 주제

를 재현해주는 매개체가 되기 위해서는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세부

주제를 기준으로 표본집단을 선정하여 다양성이 담보된 여러 유형의 기

록들을 수집하여야 한다. 나아가 일반인들의 기록은 보존되어 전해지는

수량이 적다는 것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기록 생산과 관리도 필요할 것이

다.

사례를 분석해본 결과 인물 및 특정주제 연구에 유용한 개인아카이브

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기록 수집이 요구되며, 이 때 아카

이브 목적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수집정책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먼저 개인아카이브의 목적과 활용 측면에서 수집대상과

범위,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수집정책을 세워야 하고 이에 따라 불완전하

게 산재되어 있는 기록들을 기록화하기 위한 사전조사와 소장기록물 분

석, 유형별 전략적인 수집활동, 유기적인 조직과 통합 관리 등이 이루어

져야 한다.

개인기록 형성과 기록들 사이의 유기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고유한

특성은 기록화할 때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토대로 개인기록의 유형을 파악하고 아카이브 목적에 따른 구축 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으며 수집정책 수립과 수집활동, 조직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해볼 수 있었다. 향후 개인기록의 기술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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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검색, 기록정보서비스의 개발, 개인정보 관리 등을 쟁점으로 하여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실제적인 개인기록의 연구와 활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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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ed to present a specialized documentation method in

consideration of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values of personal

records. Personal records consist of personal information produced in

the private domain, which could be used for research on a specific

individual, and if the range of an individual could be extended to

include the general public, could serve as the evidence for historical

restoration. Moreover, in the modern society where people

continuously make personal records via various media, personal

records have become important informational sources on the social,

political and cultural activities of human beings. A documentation

theory with focus on such values of personal records should

necessarily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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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is,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personal records

which are, unlike records produced during work activities, are

produced through unpredictable channels and methods. Analysis on

the interaction among the producers of personal records, personal

records and the personal archives, in the formation of personal

records and their usage as archives revealed the characteristics of

personal records and their types. The important contexts to forming

personal records were “relations,” “activities” and “collection,” and the

records could be accordingly categorized as “relation-type,”

“activity-type” and the “collection-type.” Relation- and activity-type

records are produced through the activities of the producers and can

be categorized by the producer and the context of the production.

The “collection-type” records are records intentionally produced by

the collector and can be classified by the collector and the

management type. Through a case study on the production and

collection of personal records by type, this study identified the

characteristics at the production stage as well as the purpose of

collection at the collection stage, which could be applied for the

effective research on the documentation of personal records.

Documentation could be defined as the activity of producing or

collecting records intentionally to reconstruct the activities and history

of an individual, organization or a society. This study thus focused

on the documentation methods of personal archives which were

intentionally constructed by institutions with a purpose. A case study

on documentations revealed that institutions construct personal

archives largely for the research on a individual or for the research

on a topic. In order to discuss the collection, organization and

management of personal records which would meet such purposes,

this study proposed a composition of personal records by the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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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rchive construction, and conducted an in-depth analysis on the

related documentation cases.

This study found various issues concerning the documentation of

personal records, such as the dispersed management of collections

which consist of limited types of records, and the reconstruction of

limited information dependent on donations. Based on such issues,

this study presented a method for establishing an ideal personal

archive. A systematic collection policy should be established and

various types of records should be collected in perspective, based on

such policy in order to document personal records with archival value

effectively and to establish ideal personal archives. Preliminary

research, analysis on the archived records, strategic collective

activities by type, an organization that reflects the organic relations

and a comprehensive management of such organization would also be

needed.

This study identified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personal records that could be inferred from the formation stage of

the records. This study further presented specific implementation

methods for the collection, organization and management of personal

records, based on the value of each record type. Future discussions

on research topics, such as the technology of personal records, the

search for related information, the development of the record

information service and the mana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would likely lead to the active use of and research on personal

records.

keywords : personal records, personal archive, personal

collection, documentation, record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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